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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힐
Notting Hill

로저미첼감독

distributor

20세기 폭스 코리아

producer

던칸 켄워시

screenplay

리차드 커티스

editor

닉 무어

production

designer

스튜어트 크레이그

music

트레버 존스

production

companies

폴리그램

in association with

워킹 타이틀 필름

던칸 켄워시

executive

producers

팀 리번

리차드 커티스

에릭 펠너

line producer

매리 리차드

executive in

charge of

production

제인 프레이저

production 

co-ordinator

사이먼 프레이저

location manager

수 퀸

location unit

managers

마이클 함

제레미 존스

assistant directors

크리스 뉴만

버나드 벨류

벤 하워스

crowd:

수 우드

post production

supervisor

데보라 하딩

casting

매리 셀웨이

US consultants:

데이빗 루빈

로나 크레스

데브라 제인

ADR voice:

루이스 엘만

script supervisor

리비 바

script editor

엠마 프로이드

translight/insert

cameraman

additional

camerawork:

스테판 레인지

camera operators

마이크 로버츠

additional

camerawork:

크리스 플레빈

16mm-additional

camerawork:

폴 오터

documentary

cameraman

additional

camerawork:

마이클 엘리

steadicam

operator

additional

camerawork:

피터 로버트슨

wescam operator

additional

camerawork:

존 무자노

visual effects

supervisor

팀 웨버

digital visual

effects

컴퓨터 필름 컴퍼니

digital visual

effects producer:

샤론 라크

digital visual

effects desighners:

댄 래스

패디 이슨

paint artist:

알렉스 페이맨

digital visual

effects

프레임스토어

digital visual

effects producer:

피오나 워킨쇼

digital visual

effects designer:

페드로 사브로사

special effects

rain

이펙츠 어소시에이츠

special effects

snow

스노우 비즈니스

graphic artist

로버트 워커

art directors

앤드류 액크랜드-

스노우

데이빗 올데이

set decorator

스테파니 맥 런

draughtsmen

알랜 길모어

피터 돔

scenic artist

브라이언 비숍

costume 

수나 하우드

wardrobe

supervisor:

존 스코트

mistress:

제인 패트리

hair/make-up

design:

제니 서코어

artists:

노마 웹

리찌 야니 조르지오

titles

크리스 앨리스

optical supervisor

피터 댄시

music performed

런던외곽노팅힐에서신통찮은여행전문서

점을경 하는이혼남윌리엄 커는어느날

서점에 책을 사러 온 미국의 유명 화 배우

안나 스코트를 만난다. 같은 날 거리에서 또

다시 그녀와 부딪친 윌리엄은 실수로 주스를

쏟아안나의옷을엉망으로만들어버리고길

건너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새 옷으로 갈아

입고 집을 나서려던 안나는 충동적으로 윌리

엄에게 입을 맞춘다. 며칠 뒤 윌리엄은 안나

가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게 된다. 윌리엄

의여동생하니의생일을맞아윌리엄의친구

벨라와 맥스 부부가 여는 파티에 둘이 함께

참석한 것. 헤어지는 길에 안나는 윌리엄을

호텔로 초 하지만 객실에 도착한 윌리엄은

안나의미국인애인이예고없이찾아온것을

알게 된다. 윌리엄은 호텔 보이가 되어 그곳

을물러난다.

무명일때찍은누드사진이공개되어참담

한심정이된안나는기자들을피해윌리엄의

거처를 찾는다. 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다

음날아침구름처럼몰려든기자들을보고경

악한다. 분노한안나는윌리엄에게화를내고

떠나간다. 안나가그곳에있다고발설한것은

윌리엄의 플랫메이트 스파이크지만 안나는

이미 떠난 후다. 런던에서 헨리 제임스 원작

의신작을촬 하게된안나는세트에서윌리

엄을 다시 만난다. 그녀는 윌리엄을 만나 기

쁜듯하지만, 윌리엄은동료배우에게자신을

by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leader

재니스 그레이엄

conductor

죠프리 알렉산더

synthesizers

performer

트레버 존스

electric guitars

arranger/

performed

클렘 클렘슨

piano performed

데이브 아크

acoustic guitar

performed

크레이그 오그덴

orchestrations

트레버 존스

죠프리 알렉산더

줄리안 커쇼

music 

co-ordination for

CMMP

빅토리아 실

executive in

charge of music

for PolyGram

filmed

entertainment

돈 솔레

music editor

피터 클라크

music recorded

and mixed by

사이먼 로즈

가레스 커즌

synthesizers

recordist/mixer

가레스 커즌

soundtrack

“She”by Charles

Aznovour, Herbert

Kretzmer,

performed by

「UK/Europe」Elvis

Costello, by 「rest of

world」Charles

Aznavour

“Born to Cry”by

Richard Hawley,

Jarvis Cocker, Nick

Banks, Candida

Doyle, Steve

Mackey, Mark

Webber, performed

by Pulp

“Once in a

Lifetime”by Gerry

McElhone,

Sharleen Spiteri,

performed by

Texas

“Happy Birthday”

by Mildred J Hill,

Patty S Hill

“When You Say

Nothing at All”by

Paul Overstreet,

Don Schlitz,

performed by

Ronan Keating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by Barry

Gibb, Robin Gibb,

performed by Al

Green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by/performed by

Bill Withers

“Blue Moon”by

Richard Rodgers,

Lorenz Hart

“You’ve Got a

Way”by Shania

Twain, R J Lange,

performed by

Shania Twain

“Turn the Lights

Down Low”by Bob

Marley, Lauryn

Hill

choreography

제랄딘 스티븐슨

sound supervisor

이안 풀러

sound recordist

데이빗 스티븐슨

ADR 

mixer:

에드 콜리어

foley 

artists:

폴린 그리피스

폴라 보램

editors:

나이젤 스

그레이엄 피터스

mixer:

에드 코일러

re-recording

mixers

로빈 오도노휴

도미닉 레스터

dialogue editor

필립 앨튼

effects editor

데렉 로마스

stunt co-ordinator

닉 길라드

cast

줄리아 로버츠

Anna Scott

휴 그랜트

William Thacker

휴 보네빌

Bernie

엠마 챔버스

Honey

제임스 드레이퓨스

Martin

라이스 아이팬스

Spike

팀 맥이너니

Max

지나 맥키

Bella

리차드 맥케이브

Tony

딜란 모랜

Rufus the thief

로저 프로스트

annoying customer

줄리안 린드-튜트

‘Time Out’

journalist

로렐라이 킹

Anna’s publicist

존 슈레프넬

PR chief

클라크 피터스

‘Helix’lead actor

아투로 베니개스

foreign actor

욜란다 바스케즈

interpreter

미샤 바튼

10 year old actress 

헨리 굿맨

Ritz concierge

도리안 로우

산지브 바스카

폴 샤히디

매튜 휘틀

loud men in

restaurant

멜리사 윌슨

Tessa 

엠마 버나드

Keziah

에 리 모티머

perfect girl

토미 아마트레이딩

security man

셉템버 버클리

3rd assistant

director

필립 매니컴

Harry the sound

man

샘 웨스트

Anna’s co-star

데니스 마츠키

Japanese business

man

패트릭 발로우

Savoy concierge

앤디 데 라 튜어

모린 히버트

루퍼트 프록터

데이빗 스턴버그

journalists

앤 비치

William’s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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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힐> 줄리아 로버츠, 휴 그랜트



별것아닌사람으로치부하는그녀의말을듣

고떠나버린다. 안나가다시서점으로찾아오

지만윌리엄은더이상그녀와의사랑을감당

할 수 없다며 그녀의 구애를 거절한다. 뒤늦

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그는 기자회견장으

로 달려가 사랑을 고백한다. 결혼 후, 윌리엄

의아기를가진안나는윌리엄과공원에누워

있다.         

<노팅힐>은 교묘한 화다. 여러 가지

면에서각본을쓴리차드커티스의이전

히트작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

식>을 연상시키지만 이것은 실은 아주

다른 화이다. <네 번의 결혼식>에서는

‘천박한’미국이 부유하고 교양 있는 우

리 국에 반했었다. 그러나 그런 멋쩍

은 동경 외에는 미국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앤디 맥도웰이 맡은 역은 미국

인이아니라어느나라사람이어도상관

없었다). <노팅힐>의 경우엔 게임이 안

된다. 통 크고 범하며 래머러스한

미국은 하늘, 국은 바닥이다. 국은

바나나 껍질이라도 밟은 듯이 유능

(importance)에서 불능(impotence)으

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네 번의 결혼식

> 땐“ 국에서 여섯번째 가는 부자”도

알았던 휴 그랜트가 여기서는 하나같이

파산 직전인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은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반면

국은 난파선 신세다. 안나는“바로 그

사람”인 반면 윌리엄(처음엔 기자로 오

인받더니 나중엔 호텔 보이로 오인받

는)은“아무나”다. 이런 비는 자못 유

쾌하고 신랄하며 안나/미국의 나르시스

즘적 자유분방함도 날카롭게 포착되었

다. 코믹한 난국을 맞아 완전히 밟히고

마는 윌리엄 역의 휴 그랜트도 기 이

상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윌리엄/ 국

의 지적인 분위기다. 결국은 국 화

인 <노팅힐>은 돈과 성공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있기때문이다. 안나가윌리엄에

게 선물한 샤갈을 보며 친구들은“저거

진짜일까”, 다시 말해 값이 나갈까를 묻

는다. 아마 그럴 거라는 답을 듣자 그

들은 갑자기 윌리엄에게 안나와 잘해보

라고 한다. 같은 논리로 헨리 제임스는

안나에게 오스카상을 안겨주기 때문에

더우수하다. 

물론 파멸적인 국-미국 관계의 탁

월한 연 기 작가 던 헨리 제임스라면

<노팅힐>의 근거 없는 경제 관념에 경악

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윌리엄이 어떻

게 그런 비싼 동네에 살 수 있는지 우리

는 알 수 없다). 국인을 순진하게 묘

사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화가 윌리엄을 애써‘비정복자 윌리

엄’으로 묘사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오

히려그와그의종족이얼마나효과적으

로 노팅힐을 지배했는지 생각하게 된다.

미국이 그렇게 힘있고 익숙한 존재로 그

려지는 것도 그들이 식민지 이후 세 이

기때문이다. 잘나가는미국인이상윌리

엄을비참하게보이게할사람이어디있

겠는가? <네번의결혼식> 때우리는 국

의호사에환호했다. 이제는그반 다. 

그렇다면 <노팅힐>은 이런 쓸한 작

전이 정말로 먹혀들어가기를 바라는 것

일까? 화는 윌리엄/ 국과 안나/미국

이 극과 극인 것처럼 그리지만 실은, 극

히 미묘한 수준에서, 그 둘이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안나의 지각

없음이 타블로이드 기자들을 불러들

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휴 그랜트가

비슷한 스캔들에 빠졌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윌리엄과 잠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안 그녀가“신문은 원히

남아요. 난 이 일을 원히 후회할 거구

요”라고 말할 때 그녀의 말에는 묘한 여

운이 남는다. 그 심정을 휴 그랜트 이상

절감할사람이어디있겠는가? 

<노팅힐>은 또한 배우들이 얼마나 믿

을 수 없는 족속인가를 거듭 강조한다.

비단 안나(스스로 질다를 인용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른바‘뱀 같은 여자’군에

속하는)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배우

라는 집단 전체가, 헨리 제임스 화 촬

현장에서알수있듯, 남의기분따위

는 생각 않는 악명 높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다. 휴 그랜트의 이미지 역시

‘왠지 신뢰할 수 없음’이란 특성을 갖는

다. <네 번의 결혼식> 때처럼 여기서도

그의 고약한‘지각 없음’은 신기하게도

매력으로둔갑하지만. 안나가그에게아

내가 왜 집을 나갔느냐고 묻자 그는 가

볍게얼굴을움찔하며이렇게 답한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간파한 거

죠.”감독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를 매

력적인 자기비하로 들어야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 화에서 얼마 안 되는 사실

진술 중 하나다. 안나와 윌리엄의 관계

에서 공식 배우는 안나 혼자지만, 자신

도 모르는 배우인 윌리엄 역시 안나 못

지 않게 신뢰할 수 없다. 의도적이든 아

니든 그런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윌

리엄의청혼이수백명의기자들앞에서

이루어지는것은당연하다. 미디어는안

나와 윌리엄 둘 다를 위해 관객과 무

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화

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

것은 국과 미국이 앙숙이란 말은 다

헛소리란것이다. 수세기에걸쳐아웅다

웅은했지만두나라는결국문화적으로

하나며 어느 쪽이 모자라고 나을 것도

없이천생연분이다.             

CHARLOTTE O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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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실직 가장 밥과 토미는 실직 수당에

보태기위해랭커셔에있는집근처들판에서

양을훔친다. 이일은곧재난이된다. 레스토

랑에서양고기를파는사이밥줄인밥의고물

밴이사라진것.

일곱 살된 밥의 딸 콜린은 곧 성체를 받

아야 한다. 2백 파운드 가량 되는 성찬식 옷

을 사주기 위해 밥은 무슨 짓이든 하기로 결

심한다. 먼저 그는 배수관 뚫는 일을 시도하

지만 호응이 없고, 그나마 그에게 일을 맡긴

배리신부는그가무료로자기를도와주러온

줄 안다. 다음으로 그는 나이트 클럽 문지기

일을 하지만, 근무 첫날 벌써 일을 그르친다.

절박해진 그는 결국 경마에서 땄다고 아내를

속인 채 융자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콜린의

옷을사고성찬식만찬준비를한다. 

그러나밥에게채무변제능력이없다고판

단한융자회사는밥의빚을사채업자에게떠

넘긴다. 사채 업자는 밥의 집을 찾아와 아내

앤을 협박하고 사라진다. 분노한 밥은 코트

속에곤봉을숨기고사채업자를찾아나선다.

바에서그를발견한밥은그가완전히취하도

록 기다린 후 주차장으로 그를 따라간다. 싸

움이벌어지고, 사내는차를집어타고도망친

다. 그러나만취한그는얼마못가기둥을들

이받고즉사한다.

밥은 신부를 찾아가 모든 것을 고해한다.

그러나신부는괴로워할것없다며아내나경

찰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한다. 밥과

앤이 뿌듯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콜린은 성찬

식을 치른다. 밥의 집을 찾아온 경찰은 이웃

의 말을 듣고 교회로 향한다. 교회를 나서던

밥은경찰을만나없어진밴을찾았다는소식

을듣는다.  

관객은 화가 채 시작되기도 전, 밥과

토미가양떼들사이에서일을벌이기전

부터 웃기 시작한다. 덜 떨어진 두 중년

남자가불쌍한양을괴롭히는게재미있

어서일까? 릭키 톰린슨이 켄 로치의 <

하층민들>에서 알몸으로 기막힌 욕실

씬을 연출했던 것이 생각나서일까? 

쎄, 둘 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이

닝 스톤>에서 맞이하는 웃음은 근본적

으로는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웃음이

다. 사람들은 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종일관 <레이닝 스톤>을 따라 웃는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레이닝 스톤>이

켄로치 화이기때문이다.

국 화계에서켄로치의위치는각

별하다. 그는 프리 시네마의 물결과 함

께 화계에입문한사람들중지금까지

화를 찍는 거의 유일한 감독일 뿐 아

니라 아직도 리얼리즘이 충분히 풍요하

고창의적이라는프리시네마의정신안

에서 화를 찍는 유일한 감독이다. 흔

들림 없는 자칭 사회주의자 켄 로치(그

런경우는 화계뿐아니라어느분야의

공인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distributor

백두 간

producer

샐리 히빈

screenplay

짐 알렌

director of

photography

배리 액크로이드

editor

조나단 모리스

production

designer

마틴 존슨

music

스튜어트 코플랜드

production

company

패럴랙스 픽처스

채널 4

production

manager

레슬리 스튜어트

location manager

제프 보웬

assistant directors

토미 고믈리

데이빗 길크리스트

벤 존슨

art director

퍼거스 클렉

soundtrack

“Somethin Good”

by Kate Bush,

Utah Saints,

performed by Utah

Saints

“Nasty”by Mark

French, Bradley

Carter, performed

by Sy-Kick

“Lock Up”by and

performed by Zero

B 

wardrobe

앤 싱클레어

make-up

루이스 피셔

title design

피터 왓슨

sound editor

케빈 브레이져

sound recordists

레이 베케트

music:

제프 세이츠(돌비 스

테레오)

sound 

re-recordist

데이빗 올드

stunt co-ordinator

페리 데이비

stunt driver

마크 사우스워스

cast

브루스 존스

Bob Williams

줄리 브라운

Anne Williams

젬마 피닉스

Coleen Williams

릭키 톰린슨

Tommy

톰 히키

Father Barry

마이크 팰론

Jimmy

로니 레이비

butcher

리 브레넌

Irishman

카렌 핸손

young mother

크리스틴 애보트

May

제랄딘 워드

Tracey

윌리암 애쉬

Joe

매튜 클루카스

Sean

안나 자스콜카

shop assistant

조나단 제임스

Tansey

안소니 보델

Ted

밥 물레인

Ted’s mate

잭 마스덴

Mike

지미 콜먼

Dixie

조지 모스

Dean

재키 리치몬드

club steward

토니 리틀

Cliff

데렉 알린

factory boss

트레이시 아담슨

안소니 오덴쇼

로리아 보델

그레이엄 쿠크

수잔 쿡선

시시 클락

사만다 엘카

돈나 엘슨

캐서린 팰비

린다 해리스

잭키 해 튼

코린 해리티지

게리 헤스포드

리키 리비드

스티븐 로드

토미 메인

앤 마틴

존 머맨

에릭 조이

레슬리 레아 뱅스

신디 쇼

제임스 쇼

토니 스마일즈

켄 스트래스

재키 테일러

재니스 테일러

안소니 워드

패트릭 워드

세일라 위어

빈스 윌리암스

케빈 라이트

91분

국 1993년 제작

레이닝 스톤
Raining Stones

켄로치감독



독이라면 이 모든 것을 잘 통합해서 그

럴듯한장면들을만들어냈을것이다. 그

러나 <레이닝 스톤>의 프레임은 단조롭

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들여다

보는것은하나도재미없다고말하려는

듯시각적으로는지루하다. 스튜어트코

플랜드의음악역시어떤에너지도치고

나올 수 없도록 일부러 작곡한 듯 늘어

지는신시사이저사운드로일관한다. 

<레이닝 스톤>에서 여자는 이야기의

초점이 아닌 줄은 알지만, 줄거리 자체

가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밥이 아내와 딸

을 얼마나 아끼는가는 나와야 했다. 그

러나 줄리 브라운과 젬마 피닉스는 밥

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 외에는 이

렇다 하게 남편과 아빠를 상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은 밥이 아닌 카메라를

상 하는 것 같고 연기 또한 부자연스

럽다. 두 사람이 직업 배우가 아니란 점

을 감안하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아마추어 배우를 쓸 생각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도가 서 있

어야한다. 

<레이닝 스톤>은 지루하고 무미건조

한 화다. 좀 정신이 들만해지는 것은

신부가밥에게사채업자가죽은것은밥

의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부터다.

각본을 쓴 짐 알렌에 따르면 노동 계급

문화에서 교회는 강력하지만 쓸모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런 그도 조롱이 불가

능한, 노동자들에게교회가주는위안만

은부인할수없었던지신부를 화에서

유일하게 이성적인 존재로 그림으로써

그런 현실에 공모하고 있다. <레이닝 스

톤>은 마르크시스트 선언 같은 화로,

놀랄만치감상적인엔딩을보여준다. 그

전까진 센티멘털리즘을 극력 거부해 정

서조차느낄수없던 화가말이다. 

JENNY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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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급의 척박한 삶(비단 국만의

현실은 아닐)을 통해 일상을 이야기하

는 국의 유일한 두 감독 중 한 사람이

다. 따라서 <레이닝 스톤>을 맞이하는

웃음은그런켄로치에게보내는관객의

찬사와존경의표시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웃음은기 와일종의안도

의 표시이기도 하다. 세상을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다 보면 흔히 잊게 되는 사

실인데, 국 인구의 절 다수는 아직

도 노동 계급 혹은 노동 계급 출신이다.

켄로치의 화를보는 부분의관객에

게 공 주택 단지는 낯선 빈민가가 아

니라 그들이 잘 알고 뚜렷이 기억하는

추억 어린 옛집이다. 그들에게 빈곤은

신문한귀퉁이에서나보게되는추상적

이슈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다. 그러나

미디어는 매일의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고발하는 데 인색하다. <레이닝 스톤>을

맞이하는웃음은우리가응당보아야할

것을보여준데 한감사의표시다. 

이렇게 관객의 기 가 높은 것은 켄

로치의 탓이 아니다. 평론가들이 그의

최근작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해온 것도

그의 탓은 아니다. 그러나 화의 주요

사건인, 가난에 쫓긴 한 사내가 법을 어

겼다가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발각되면

서 수모를 겪게 된다는, 다른 화와 왠

지 비슷해 보이는 줄거리는 그의 탓이

다. 그에게 <자전거 도둑>처럼 장렬하고

비참하고 사실적인 화를 만들라고 요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보는

이를 사로잡는 걸작이 될 수도 있었을

각본으로 고작 모든 것이 별것 아닌 사

건처럼보이는 화를만든것은정말이

지유감이다.  

진짜 유머를 느낄 수 있는 사가 별

로 없다는 점말고는 짐 알렌의 각본은

전체적으로 훌륭하다. 밥 역의 브루스

존스와 토미 역의 릭키 톰린슨 등 배우

들의 연기 또한 훌륭하다. 정력적인 감

<레이닝 스톤> 릭키 톰린슨, 브루스 존스

베이컨과소프, 톰그리고에디,네명의런던

It”by Graham

Kirby, performed

by Stretch

“Zorba’s Dance”by

Mikis Theodorakis,

performed by

David Hughes,

John Murphy

“Maybe I’m Dead”

by Craig Stevens,

Greame Hamilton,

Alan Flowerdo,

performed by

Money Marks

“Fool’s Gold”by

Ian Brown, John

Squire, performed

by The Stone

Roses

“18 with a Bullet”

by/performed by

Pete Wingfield

“Walk This

Land(Remix)”by

A Banks, J

Hurren, K

Richards,

performed by E-Z

Rollers, vocals by K

Richards, Rhodes,

performed by A

Sharpe, flute

performed by D

Philip, scratching

by Dj Cosygroove

“Oh Girl”by

Mauro Pawloski,

notes and beats

put on tape by Evil

Superstars

sound design

매튜 콜링

sound recordist

사이먼 퍼플 헤이즈

re-recording

mixer

헨리 돕슨

supervising sound

editor

데니 쉬한

sound effects

매튜 콜링

ADR

recordist:

토니 안스콤

foley

editors:

제이슨 스완스콧

클레어 마호니

recordist:

스콧 존스

stunt co-ordinator

렌 마크스

armourer

찰리 바디콤

cast

제이슨 플레밍

Tom

덱스터 플렛쳐

Soap

닉 모란

Eddy

제이슨 스테덤

Bacon

스티븐 맥킨토시

Winston

니콜라스 로우

J

닉 마르크

Charles

찰리 포브스

William

비니 존스

Big Chris

레니 맥린

Barry the Baptist

피터 맥니콜

Little Chris

P H 모리아티

Hatchet Harry

프랭크 하퍼

Dog

스티브 스위니

Plank

허기 리버

Paul

로니 폭스

Mickey

토니 맥메이혼

John

스티븐 마커스

Nick the Greek

바스 블랙우드

Rory Breaker

스팅

JD

제이크 아브라함

Dean

로버트 브라이던

traffic warden

스티븐 칼렌더

페리에

Lenny

스티브 콜린스

boxing gym

bouncer

엘윈 쇼퍼 데이빗

Nathan

베라 데이

Tanya

지미 플린트

Don

알란 포드

Alan

시드니 골더

Phil

알렉스 홀

Slick

존 하우친

doorman

데렉 하워드

policeman

데니 존 줄스

Barfly Jack

발 주사

Gardon

팀 모리스 존스

drowning man

빅터 맥과이어

Gary

마크 무니

Serg

수지 랫트너

Gloria

데이빗 디스코

라이드

Samoan Jo

그래함 스티븐스

policeman

제임스 타벅

John O’Driscoll

앤디 타이어난

man in car

리차드 반스톤

Frazer

매튜 본

yuppy in car

106분

국 1998년 제작

distributor

콜럼비아 트라이스타

코리아

producer

매튜 본

screenplay

가이 릿치

director of

photography

팀 모리스 존스

editor

니븐 호위

production

designers

이안 앤드류스

이브 메이브레이키스

music

데이빗 A 휴즈

존 머피

production

companies

스티브 티쉬 컴패니

스카 필름

executive

producers

스티브 티쉬

피터 모튼

스티븐 마크스

앵가드 폴

트루디 스타일러

co-producer

조지아 매스터스

line producer

로날드 바스콘첼로스

associate

producer

세바스찬 피어슨

production 

co-ordinator

그웬다 하이아트

production

manager

아담 볼링

location manager

에디 스탠디쉬

post-production

co-ordinator

헤더 클라크

assistant directors

데이빗 디스코 리드

다니엘 톨랜드

벤 버트

casting

셀레스티아 폭스

가이 릿치

ADR voice:

루이스 엘만

camera operator

피터 위그놀

script supervisor

케이시 휴즈

digital effects

시네사이트 (유럽)

Ltd

special effects

supervisor

켄 래일리

modeller

루퍼트 가트렐

set decorator

재클린 잭 하이만

scenic artist

마틴 터너

costume designer

스테파니 콜리

chief make-up/

hair supervisor

린다 A 모튼

title

피어리스 카메라

optical

제너럴 스크린 엔터

프라이즈

music supervisors

cool music:

니콜라 플레쳐

polygram:

로렌스 케이

이안 닐

original score

producer

토치 인터내셔널

soundtrack

“Hundred Mile

High City”by

Damon Minchella,

Simon Fowler,

Oscar Harrison,

Steve Craddock,

performed by

Ocean color Scene

“The Boss”by

James Brown,

Charles Bobbit,

Fred Wesley, John

Starks, performed

by James Brown

“Spooky”by 

H Middlebrooks, 

M Shapiro, B Buie,

J R Cobb,

performed by

Dusty Springfield

“I Wanna Be Your

Dog”by James

Osterberg Jr, Scott

Asheton, Ron

Asheton, David

Alexander,

performed by

Stooges

“Man Machine”by

Robbie Williams, G

Chambers,

performed by

Robbie Williams

“The Payback”by

James Brown,

Fred Wesley, John

Starks, performed

by James Brown

“Police and

Thieves”by Junior

Murvin, Lee Perry,

performed by

Junior Murvin

“Truly, Madly,

Depply”performed

by Skanga

“Liar, Liar”by

James Donna,

performed by The

Castaways

“Why Did You Do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
Lock, Stock and Two

Smoking Barrels

가이릿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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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시퀀스는 <록, 스탁, 앤 투 스모

킹 배럴즈>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용

( 착 취재한 듯한 신세 문화)과 표현

(현란한 스타일) 양면으로 극히 표피적

인 이 화는 한탕을 노리는 주인공 젊

은이들과그들을둘러싼런던의하류인

생이란 설정까지 전형적인 90년 화

다. 볼거리는넘쳐나고정체성은불분명

한이런 화에서우리는쿠엔틴타란티

노로시작된 화흐름의족적들을하나

하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바탕 소

동 같은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

의 내용적 특징은 60년 도적 화에

기인한 것이다. 박장 소를 노린“난리

굿이 벌어지겠군”같은 사들은 다분

히허 이느껴지지만.

미로처럼 꼬인 플롯도 잘 연출되었고

엄청난양의 사도신랄한한두마디가

가끔씩튀어나와들어줄만하지만, 빈약

한 인물 분석은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나태한

화인가를보여준다. 가이릿치는아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용전개만정신없으면인물들은암호

같아도 된다고, 그래도 쏟아지는 (가끔

씩 참을 수 없이 과시적인) ‘조롱’이 그

것을눈가림할수있다고생각한모양이

다. 뮤직 비디오와 CF를 연출했던 이전

경력때문에가이릿치의능력에선입견

을 갖는 사람이 많겠지만, 가이 릿치는

툭하면그쪽스타일을남용하여그들견

해를 오히려 정당화해 준다. 매 씬을 일

부러 산만하게 연출한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는 화라기보다 새 캠

코더의기능을시험해본비디오같다.

<록, 스탁 앤 스모킹 배럴즈>을 구제

한 것은 몇 사람의 연기다. 특히 <롱 굿

프라이데이>의 PH 모리아티가 분한 해

리와매장면마다의외의면을보여주는

비니 존스의 빅 크리스가 그렇다. 그러

나 에디 일행이 불쌍한 주차 요원을 두

들겨 패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 코미디

와‘현실감’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실

패로 돌아갔다. 그 장면은 통쾌하지도

재미있지도않았으니까.

DANNY LEIGH

SIGHT & SOUNDc

패거리는 포르노 거물 해리가 여는 포커판에

끼려는 에디에게 가진 돈을 전부 걷어 준다.

그러나이길줄알았던에디는오히려해리에

게 50만 파운드란 거금을 빚지고 쫓겨난다.

일주일안에돈을갚지않으면에디는아버지

의 바를 빼앗길 처지다. 에디는 마약을 매

하는덕이부유층자제인라이벌윈스턴의물

건을 빼앗기로 계획하는 것을 엿듣고 행동에

들어간다. 해리 밑에서 일하는 두 좀도둑이

실수로 빼돌린 앤티크한 장총을 구입한 에디

일행은 덕 일당이 윈스턴에게서 빼앗은 돈을

다시 빼앗는다. 그들은 돈을 에디의 집에 두

고 파티를 연다. 에디의 집을 덮친 덕 일당은

윈스턴의 상납금을 횡령당해 본때를 보여주

려고 기다리고 있던 로리 일당과 부딪친다.

엄청난총격전끝에양측은깨끗이전멸한다.

뒤늦게현장에도착한해리의수금원빅크리

스는시체들가운데서보스의돈을발견한다.

해리는 두 좀도둑 중 한 명이 쏜 총에 죽고,

이를 안 빅 크리스는 돈을 들고 사라진다. 장

총을 갖고 있던 톰은 친구들의 요구로 총을

버리러 간다. 빅 크리스가 에디에게 그 가치

를 알려 주자 일행은 미친 듯이 톰에게 연락

한다. 템스 강 다리에서 총을 버리려던 톰은

한 손엔 난간을, 한 손엔 총을 든 채 전화를

받으려애쓴다.

카드게임이주요모티브로나오는 화

인데도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

는 패를 전혀 감추지 않는다. 줄거리는

정신 없이 복잡하고 마지막은 매력적인

오픈 엔딩이지만 뮤직 비디오 및 CF 감

독 출신 가이 릿치 감독의 화폭은 시

작과 동시에 확연히 드러난다. 20 중

반의귀여운4인방중한명인베이컨이

경찰에게서달아난다. 카메라는숨이턱

에 차는 그의 질주를 미친 듯이 쫓아간

다. 흥분제와 같은 록 음악. 순간, 쇼트

는 정지하고 고백적인 내레이션이 나온

다. 정말멋진시퀀스다. 오리지널인<트

레인스포팅>에서도 그랬으니까. <트레

인스포팅> 때와 다른 거라곤 음악뿐이

다. 니 보일이 신랄하고 날카로운 이

기 팝을 선택한 신 가이 릿치는 시골

스럽기로유명한레트로로커오션컬러

씬(Ocean Color Scean)을선택했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그렇게 베끼

기 같지 않지만(‘그렇게’에 주목), 이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베럴즈> 제이슨 스테덤, 닉 모란, 덱스터 플렛쳐

distributor

UIP 코리아

producer

제임스 잭스

숀 다니엘

screenplay

스티븐 소머즈

screen story

스티븐 소머즈

로이드 폰빌

케빈 자르

director of

photography

아드리안 비들

editor

봅 두스케이

production

designer

알란 카메론

music

제리 골드스미스

production

companies

유니버설 픽쳐스

알파빌 프러뎌션

executive

producer

케빈 자르

co-producer

패트리샤 카

production

supervisor

Morocco Crew:

압델크림 아부베이드

associate

producer

메간 모란

production 

co-ordinator

팻시 드 로드

Morocco Crew:

하인드 하니프

production

managers

Morocco:

닐 라반

Morocco Crew:

압델라페드

발라프레이

unit production

manager

조 번

UK unit manager

피터 헤슬롭

2nd unit manager

Morocco Crew:

라시드 부지다

location

managers

Morocco:

테리 블리더

질스 카스데라

질스 샤빈

UK:

길리 케이스

Morocco Crew:

드리스 가이디

location unit

managers

assistant directors:

클리프 래닝

아담 소머즈

2nd unit:

피터 베넷

리차드 스타일즈

소피 소렌슨

게리 탈보트

Morocco Crew:

아메드 하티미

2nd unit directors:

그렉 마일클

post production

supervisor

도린 A 딕슨

casting

존 허바드

로스 허바드

US:

에이미 택슨 소머즈

script supervisors

실비 쉐즈노

2nd unit:

안나 월리

나타샤 쿰즈

2nd unit director

of photography

하비 해리슨

camera operators

데이빗 월리

로빈 비젼

2nd unit:

피터 테일러

데입시 버드

visual effects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charactoer design

supervisor:

제프 만

animation

supervisor:

다니엘 쟈넷

visual effects

producer:

톰 케네디

computer graphics

supervisors:

벤 스노우

마이클 바우어

스콧 프랭클

CG animation

supervisor:

데니스 터너

disital model

supervisor:

제임스 도허티

disital coor timing

supervisor:

케네스 스미스

visual effects art

director:

알렉스 로런트

associate visual

effects producer:

산드라 스콧

lead sequence

animator:

진 엠버를리

animators:

루디 블로스

알랜 코스타

레슬리 헤드릭

그렉 카일

데이빗 라투르

줄리아 리리

오브리 민츠

마크 파워스

데이브 시들리

미이라
The Mummy

스티븐소머즈감독

샤론 솔크

렌 실베스터

시 트랜

CG sequence

supervisors:

에드 크래머

데이빗 홀슬리

마잎르 딘 루들램

lead compositor:

마샬 크래서

computer graphic

artists:

와킴 아네슨

토드 보이스

패트릭 브레넌

돈 버틀러

아멜리아 체노웨스

캐틀린 데이비슨

데입시 데버

곤잘로 에스쿠데로

라울 에시그

인디라 구에리에리

하게돈

종우 회

데이빗 히사나가

그렉 주비

삼손 카오

루이스 카츠

그렉 킬마스터

에릭 크럼리

토안 빈 리

재니스 루

키스 맥케이브

봅 포웰

브루스 포웰

마크 J 스콧

matte painters:

이보 호뱃

리차드 리쉐

마크 설리반

visual effects 

co-ordinators:

마가렛 B 린치

피터 니콜라이

concept artists:

커크 헨더슨

마이클 제인츠

에릭 리 리

creature sculptors:

리차드 러

다니엘 와그너

digital modellers:

에드워드 테일러 Ⅳ

옴즈 벨라스코

lead viewpaint

artist:

캐서린 크레이그

viewraint artists:

도나 버드

데렉 질링암

테리 몰래이터

lead creature

developer:

리차드 그랜디

3D camera

matchmove

supervisors:

테리 쇼스트너

셀윈 에디 Ⅲ

location

matchmove artist:

마랄 셀혼

3D matchmove

artisrs:

웬디 헨드릭슨

엘리스

랜디 존슨

조디 마이너

제프 솔츠만

lead disital paint

artist:

조안 하프너

disital paint/roto

artists:

레건 맥기

샌디 리츠

에이미 쉐퍼드

motion capture

supervisors:

제프 라이트

세스 로젠탈

motion capture

engineers:

더그 그리핀

마이크 핸더스

visual effects

editior:

팀 이튼

film scanning

supervisor:

조슈아 파인즈

film scanning

operators:

랜디 빈

조지 갬버타

disital plate

restoration:

마이클 스피나

마리아 구달

software

research/develope

ment:

존 앤더슨

캐리 필립스

니콜라스 포프라프카

스티브 설리반

thebes/

humunaptra

collapse

sequences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visual effects

supervisor:

스콧 파라

visual effects

director of

photography:

팻 스위니

pyro technician:

제프 히론

model supervisor:

바바라 아폰소

modelmakers:

캐롤 보만

톰 프루스트

킴 스미스

웬디 모튼

plate co-ordinator:

다이안 프래니

the mummy

desugners

ILM 캐릭터 디자인

그룹

마크 무어

알렉스 로란

데렉 톰슨

벤튼 주

브라이언 오코넬

마일스 테베즈

캐롤 휴앤트

additional visual

effects

cinesite visual

effects supervisor:

케빈 린겔펠서

visual effects

producer:

아드리안 띵이겐펠서

art director:

루보 히리스토프

CG supervisor:

리차드 키드

CG animators:

존 헤위트

존 B 왈라스 Ⅲ

제임스 페터슨

스콧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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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해오코넬을빼낸다. 오코넬의동료 던배

신자 베니는 오코넬과 경쟁할 탐사단을 하무

납트라로 안내한다. 그러나 두 팀 모두 아데

스베이가지휘하는전사들의공격을받는다.

결국 하무납트라에 도착한 베니 일행은 에

블린이 죽음의 서를 읽는 사이 관 뚜껑을 열

어미이라가된임호텝을깨우고저주를불러

들인다. 초자연적 파워를 이용, 카이로까지

일행을 쫓아온 임호텝은 탐사 요원들을 하나

씩 쓰러뜨려 점차 인간의 모습을 취해간다.

그는 베니를 종으로 삼고 에블린을 사로잡아

앙크 수 나문을 되살리는 제물로 바치려 한

다. 오코넬과조나단은부하들과임호텝의부

활을막아왔던베이의도움을끌어들인다. 하

무납트라에서 조나단은 저주를 푸는 주문을

읽어제물을바치는의식을중단시킨다. 임호

텝은파괴되고베니는도시와함께사라진다.

오코넬과에블린은서로의사랑을확인한다.

유니버설이 <드라큐라>(31)와 <프랑켄

슈타인>(31)을 프랜차이즈 무비로 전환

시킨 직후에 만들어진 칼 프로인트의 <

미이라>(33)는 신문에서 떠들어 던

‘투탄카멘의 저주’소문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보리

스칼로프)과<드라큐라>의플롯을합쳐

만든 화다. 저주받은이집트탐사가와

사랑을찾아부활한미이라란설정을기

본으로 한 이 오리지널 <미이라>에서 칼

로프는붕 를감은유골로는잠깐나오

고러닝타임의 부분을양피지얼굴을

한 마법사 아데스 베이로 활약한다. <미

이라의 손>(44)과 비슷비슷한 세 개의

후편을 거치면서 비주얼은 참신에서 식

상으로발전했고맨처음칼로프가맡은

역은 살인마 카리스(처음엔 톰 타일러,

나중엔 론 채니 주니어)와 여러 버전의

사악한이집트사제들로번식했다. 해머

가 유니버설로부터 리메이크 권리를 넘

겨받아 제작한 테렌스 피셔의 <미이라

>(59)는 앞서 나온 다섯 편의 유니버설

미이라 화를 전부 믹스 앤 매치했다.

해머는시리즈는아니지만다비슷한업

데이트판을 계속 내놓았고, 이후 <미이

라>는 <라 모미아 아즈테카>(57), 포르

노 화 <내 사랑 미이라>(90), <살아난

미이라>(93) 등 비공식적 리메이크작까

지출현하기이르 다.

유니버설은 그동안 10년 넘게 신판 <

미이라>를 만들 계획을 타진해왔다(클

라이브 바커와 존 세일즈 등이 각본가

물망에 올랐다). 99년판 <미이라>는 미

이라 화의모든요소들을주의깊게저

울질하는동시에앞서나온붕 유골들

이보여준행동을하나씩그 로모방하

다. 프롤로그의 혀 자르기는 테렌스

피셔 판에서, 근시인 희생자의 눈에 흐

릿하게 보이는 다가오는 괴물의 모습은

최악의 미이라 화로 꼽히는 해머의 <

BC 1290년이집트.제사장임호텝은파라오

의 후궁 앙크 수 나문과 짜고 파라오 세티를

없애기로 한다. 그러나 파라오의 호위병들에

게 몰린 앙크 수 나문은 나중에 임호텝이 자

신을 되살려줄 것을 믿고 자살한다. 그러나

임호텝도 사자( )들의 도시 하무납트라에

산채로매장당한다.

1923년, 미국인 릭 오코넬은 잃어버린 도

시 하무납트라를 발견하지만 현지 부족민들

에게쫓겨난다. 3년뒤 국인떠돌이조나단

은 사서인 누이 에블린에게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 오코넬에게서 슬쩍한

하무납트라유물을갖다준다. 에블린은하무

납트라의 보물을 나눠 갖자고 형무소장을 설

CG motion tracker:

비키 관

disital compositors:

패트릭 투바츠

테드 앤드류

데이빗 린거펠서

rotoscope artist:

세레나 나라무어

disital artist:

조 덥스

visual effects eitor:

케빈 C 클락

avid editor:

조나단 알보르드

disital data

supervisor:

토니 스궤리아

3D T A supervisor:

빈센트 라바레스

disital imaging

operator:

크리스토퍼 그렉

miniatures

비전 크루

special effects

supervisor

크리스 코불드

live action

creature effects

supersivor

닉 더드만

special effects

supervisors:

스티븐 해 튼

앤디 위리암스

senior technicians:

데이빗 엘담

닉 핀래이슨

데이빗 노우리즈

피터 노틀리

로이 퀸

앤디 스미스

브라이언 워너

technicians:

리차드 브라운

폴 클랜시

마이클 폭스

다렐 귀온

스티브 노울즈

수아운 러터

animatronic

designers:

데이빗 킨

이안 로우

톰 머타

wire supervisor:

데이빗 윌리암스

technician/wind

operator:

그레이엄 부룩커

administrator:

린 코불드

wire effects

supervisors

로버트 쇼필드

모델러즈

매튜 니브

조엘 로저스

줄리안 쇼트

엠마 핸슨

live action

mummy design

개리 폴라드

mummy

fabrication

supervisor

셜리 쿠퍼

animatronic

model design

크리스 바튼

key animatronics

model designers

마크 쿨리어

미첼 테일러

animatronic

model designers

조나단 압바스 클라

아스트리그

악세라리언

마리아 부기

존 코핑거

나오미 크리쳐

말콤 에반스

루이스 엘시

탐자인 행크스

샤운 해리슨

케이트 힐

테리 존스

폴 스파테리

하워드 스윈들

스티브 라이트

foam supervisor

앤디 리

foam technician

키스 윌슨

supervising

model maker

레이먼드 트릭커

mouldmakers

스튜어트 브래이

케네스 클라크

model maker

브라이언 베스트

art directors

토니 리딩

길스 매스터즈

클리포드 로빈슨

피터 러셀

Morocco Crew:

아메드 아부누옴

set decorator

피터 호위트

draughtspeople

앤디 니콜슨

알렉스 카메론

scenic artist

제임스 겜

storyboard artists

스티븐 포레스트

스미스

supervisor

sculptor

로이 로저스

sculptors

테사 해리슨

토비 쇼트

리차드 스미스

costume designer

존 블룸필드

wardrobe

supervisor

데이빗 머피

make-up

key artist:

에일린 시튼

artists:

제인 벅스톤

제인 워커

body painter

사라 J 베리

2nd unit hair &

make-up

샐리 앤 에반즈

mummy 

make-up artists

사리타 앨리슨

조안 매닝

mummy

movement 

co-ordinator

마이클 맥긴

key hairdresser

트리샤 카메론

main and end title

design

이미지너리 포스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choir

더 암브로시안

싱어즈

orchestrations

알렉산더 커리지

supervising music

editor

켄 홀

music editor

다렐 홀

temp:

존 핑클리아

music recording

마이크 로스 트레버

music

programming

닉 비더

music engineers

스티브 오하드

피터 마일즈

songs

“Al Nahla Al

‘Ali(The Tall Palm

Tree)”by Metqal

Qenawi Metqal,

Yunis Al Hilali,

performed by The

Musicians of the

Nile

“Al Bahr Al

Gharam

Wasah(Love Is As

Vast As A River)”

by Mohamed

Murad, Yunis Al

Hilali, performed

by The Musicians

fo the Nile

“Revive La Ilusion”

by German Pedro

Ibanez, performed

by Septeto

Habanero

sound design

레슬리 샤츠

sound mixers

크리스 먼로

2nd unit:

이안 먼로

데이빗 크로자이어

dialogue editor

마이클 매길

music recorded

마이크 로스 트레버

music

programmung

닉 비다

ADR

recordists:

마크 래스베리

테리 이스테드

스콧 슈미츠

mixers:

존 베이트맨

테드 스완스콧

데이빗 호너

supervising editor:

패트릭 도드

foley

artists:

존 B 로체

힐다 호지

데이빗 페인

마이클 브룸버그

recordist:

캐롤린 탭

editor:

조나단 클라인

mixer:

메리 조 랭

re-recording

mixers

레슬리 샤츠

크리스 카펜터

릭 클라인

dubbing

recordists

팀 웹

빌 미도우즈

sound effects

editors

리차드 버튼

egyptology

consultant

Dr 스튜어트 스미

bi-plane technical

adviser

토니 비앙키

technical

supervisors

stunt co-ordinator

사이먼 크래인

swordmaster

니콜라스 포웰

armourers

사이먼 아더튼

데렉 아더튼

horsemaster

그렉 포웰

horse trianers

morocco:

페드로 가르시아 가

르시아

루이스 구티에레즈

산토스

유진니오 알론소

예네스

Chairot:

렉스 러디만

bi-plane pilot

조나단 웰리

cast

브랜든 프레이져

Rick O’connell

레이첼 와이즈

Evelyn

존 한나

Jonathan

아놀드 보슬루

Imhotep

케빈 J 오코너

Beni

조나단 하이드

the Egyptologist

오데드 페르

Ardeth Bay

오미드 다자릴리

warden

에릭 아바리

the curator

아론 이팔레

Pharaoh Seti

패트리샤 벨라스퀘즈

AEnck-su-Namun

칼 체이스

Hook

스티븐 던햄

Henderson

코리 존슨

Daniels

턱 와트킨스

Burns

버나드 폭스

Winston Havelock

모하매드 아리리

hangman

압데라힘 엘 아릴리

camel trader

블릭사 바겔드

Spirit Voices

제이크 아노

메이슨 볼

이사벨 브룩

키터 치퀘어

폴 스미스

제임스 트라헴 버튼

이안 워너

톰 스트루더스

Mummy

performers

124분

미국 1999년 제작

<미이라> 브랜든 프레이져, 레이첼 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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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라의수의>(66)에서따온것이다.

스티븐 소머즈 감독(<딥 라이징>)은

재료는 늘리지 않고 푸딩의 양만 늘렸

다. 원래 계획은 <미이라>를 <인디애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 같은 시 물 겸

어드벤처로 만드는 것이었다. 브랜든

프레이저가 계속 비뚤어진 미소를 짓고

레이첼 와이즈가 숨 돌릴 틈 없이 비적

떼, 징그러운 벌레, 살아있는 모래 바

람, 피의 강, 세뇌된 카이로 군중, 레이

해리하우젠이 생각나는 좀비 전사들,

하워드 혹스의 <파라오의 땅>(55)에서

본 것 같은 자폭하는 도시 등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결과는 화

가 북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하무납트

라를 상당히 찾기 쉬운‘잃어버린 도

시’로 만들며) 세상의 끝이 될지 모를

재앙을 연출하는데 골몰하는 것이다

(이집트 역병은 논리와 역사와 이집

트 및 이스라엘의 전통 설화를 완전히

무시하고들어갔다). 

이렇게 온갖 것이 들어가다 보니 프

로인트의 오리지널을 그렇게 오래도록

컬트의 자리에 있게 한 무드나 분위기,

미스터리를 전달할 틈이 없었다. 칼로

프의 임호텝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

려는 무시무시하지만 비극적인 캐릭터

다. 그러나 아놀드 보슬루의 느끼하

게 웃는 마법사는 처음에는 <이중 배상

Double Indemnity>의 고 버전 같은

삼각 관계의 주인공으로 나왔다가 되살

아난 다음에는 의미 없이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빼먹거나 과시하

듯 CGI 입을 벌리거나 역병을 불러일

으키는 묘기를 부리는 게 전부다. 앙크

수 나문도 짜증나긴 마찬가지다. 공연

히 되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 지켜

보는 가운데 에블린과 난투극이나 벌이

고말이다.

<미이라>는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로

서는 괜찮은 물건이지만 화로서는 인

상적이지 못한 악당과 심각하게 매력

없는 주인공, 지루한 코믹 유머의 반복

이란 한계가 두드러지는 별 볼일 없는

작품이다. 게다가 이집트인에 한 모

욕적 스테레오타입도 여러 번 등장한

다. 현지인은 모두 추하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비겁하고, 탐욕스럽고, 타락

하고, 살인도 능히 저지를 인간들로 그

려진다. 33년의 걸작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미이라

>는 모든 국인을 뻣뻣하고 건방지고

땍땍거리는 인간으로, 그리고 모든 미

국인을 거칠고 무식하고 돈만 아는 인

간으로 그림으로써 적어도 올라운드 미

운새끼오리는되었다.

KIM NEWMAN

SIGHT & SOUNDc

distributor

씨네월드

producer

크리스틴 바콘

screenplay

토드 헤인즈

story

토드 헤인즈

제임스 리온스

director of

photography

매리스 알베르티

editor

제임스 리온스

production

designer

크리스토퍼 홉스

music 

카터 버웰

production

companies

제니스 프로덕션

킬러 필름 프로덕션

싱 셀 픽처스 포

뉴마킷 카피탈 그룹

골드윈 필름

채널 4

executive

producers

스코트 믹

마이클 스타이프

for single cell:

샌디 스턴

co-executive

producers

크리스 J 볼

윌리암 타이러

co-producer

올리비아 스튜어트

executive in

charge of

production

for Zwnith:

크리스 카터롤

for Killer:

파멜라 코플러

development for

killler films

에바 콜로드너

케이티 로우멜

production 

co-ordinator

웬디 릴리

unit manager

웬디 브룸

location manager

데이빗 피닝톤

assistant directors

왈도 뢰그

앤디 브라운

마크 펜

필 부스

존 윌리암스

script supervisor

준 맥도날드

continu ity

UK, 2nd unit:

클레어 톰슨

casting

수지 피기스

US:

로라 로센달

US, associate:

알리 파렐

lighting camera

UK, 2nd unit:

크리스 프레빈

UK, model shoot:

폴 윌슨

camera operator

조 아시디아코노

digital/optical

effects

피어레스 카메라

special effects

이볼루션 FX

effects lighting

네온 이펙츠

models

매츠 & 미니어처

이볼루션 모델

computer

graphics

샘 투탈

AVID effects

브래드 카츠

designer

US, 2nd unit:

애미 실버

art director

앤드류 먼로

scenic artists

하워드 위버

마크 볼드윈

사이먼 헤이그

샐리 펨버튼

케이트 리드

길리안 캠벨

custume designer

샌디 포웰

wardrobe

supervisor

클레어 스프라게

hair/make-up

designer

피터 킹

title design

뷰로

musicians

비너스 인 퓨어스

버나드 버틀러

크룬

폴 킴블

조나단 그린우드

앤디 맥케이

톰 요크

서더 투 씽크

스튜어트 힐

나단 라슨

케빈 마치

크레이그 웨드렌

와일드 라츠

마크 암

론 애쉬튼

짐 던바

돈 플레밍

서스톤 무어

스티브 셀리

마이크 아트

music supervisor

랜달 포스터

music producer

폴 킴블

music maven

짐 던바

music editors 

아네트 쿠드락

토드 카소우

soundtrack 

“Needle in the

Cannel’s Eye”by

Brian Eno, Phil

Manzanera,

performed by Brian

Eno

“Hot One”by

Nathan Larson

and Shudder to

Think, performed

by Shudder to

Think

“People Rockin’

People”

by/performed by

Nathan Larson

“Avenging Annie”

by/performed by

Andy Pratt

“Cuz I Luv You”by

Noddy Holder, Jim

Lea, performed by

Slade

“The Fat Lady of

Limbourg”

by/performed by

Brian Eno

“A Little of What

You Fancy Does

You Good”by Fred

W Leigh, George

Arthurs, performed

by Lindsay Kemp

“Tutti Futti”by

Richard Penniman,

Dorothy La

Bostrie, Joe Lubin,

vocal by Callum

Hamilton 

“Do You Want to

Touch Me? (Oh

Yeah!)”by Gary

Glitter, Mike

Leander,

performed by Gary

Glitter

“Band of Gold”by

Roanld Dunbar,

Edythe Wayne,

performed by

Freda Payne

“Ladytron”by

Bryan Ferry,

performed by The

Venus in Furs,

vocal by Thom

Yorke

“TV Eye”by David

Alexander, Scott

Asheton, Ronald

Asheton, James

Osterberg Jr,

performed by The

Wylde Rattz, vocal

by Ewan McGregor

“Sevastian”, “O’

Tumbling Down”

by Steve Harley,

performed by The

Venus in Furs,

vocal by Jonathan

Rhys Meyers

“Ballad of Maxwell

Demon”by Craig

Wedren and

Shudder to Think,

performed by

Shudder to Think,

vocal by Jonathan

Rhys Meyers

“The Whole

Shebang”by Grant

Lee Phillips,

performed by

Grant Lee Buffalo

“Symphonie No 6

in A Minor”by

Gustav Mahler,

performed by The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Get in the

Groove”by Julian

Raymond,

performed by The

Mighty Hannibal

“Cosmic Dancer”,

“Diamond

Meadows”by Marc

Bolan, performed

by T-Rex

“We Are the Boys”

by Javis Cocker,

Banks, Doyle,

MacKay, Webber,

performed by Pulp

“Virginia Plain”by

Bryan Ferry,

performed by Roxy

Music

“Personality Crisis”

by Don Johanson,

John Thunders,

performed by

Teenage Fanclup

and Donna

Matthews

“Satellite of Love”

by/performed by

Lou Reed

“Bitter’s End”by

Bryan Feery,

performed by Paul

Kimble

“Baby’s on Fire”

by Brian Eno,

performed by The

Venus in Furs,

vocal by Jonathan

Rhys Meyers

“My Unclean”by

Ron Asheton,

Mark Arm,

performed by The

Wylde Rattz, vocal

by Ewan McGregor

“Bitter-Sweet”by

Andrew Mackay,

Brian Ferry,

performed by The

Venus in Furs

“20th Century

Boy”by Marc

Bolan, performed

by Placebo

“Dead Finks Don’t

Talk”by Brian

Eno, Paul

Thompson,

performed by Brian

Eno

“Gimme Danger”

by Iggy Pop, James

Williamson,

performed by The

Venus in Furs

vocal by Ewan

McGregor

“Make Me Smile

(Come Up and See

Me)”by/performed

by Steve Harley

“2HB”by Bryan

Ferry, performed

by The Venus in

Furs, vocal by(1)

벨벳 골드마인
Velvet Goldmine

토드헤인즈감독

70년 초 국. 개성이라곤 없는 버밍엄 청

년 토마스는 브라이언 슬레이드가 되어 램

록의총아로군림한다. 그러나인기가절정에

달한 1974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고

중앞에서사라진다. 10년후, 잡지사기자

아서 스튜어트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임

무를 맡게 된다. 그가 슬레이드의 전처 맨디

와첫번째매니저세실을인터뷰함에따라

화는 70년 와 80년 를 오가며 과거를 재

Paul Kimble (2)

Thom Yorke

choreography

레아 앤더슨

sound recordist

피터 린세이

audio post 

co-ordinator

다니엘 카파와나

re-recording

mixers

데이빗 노박

사운드 원

supervising sound

editors

엘리자 팰리

폴 수섹

dialogue editors

단 코린투스

릭 프리만

sound effect

editor

마이클 W 미첼

ADR

editor:

켄튼 자컵

foley

artist:

도나 포웰

engineer:

이안 란킨

editor:

윌리암 스위니

concert lignting

consultant

수잔 서식

cast

이완 맥그리거

Curt Wild 

조나단 라이

메이어스

Brian Slade

토니 콜레트

Mandy Slade

크리스티안 베일

Arthur Stuart

에디 이자드

Jerry Divine

에 리 울프

Shannon

마이클 피스트

Cecil

자넷 맥티어

female narrator

메어리드 맥킨리

Wilde housemaid

루크 모간 올리버

Oscar Wilde, 

aged 8

오쉰 존스

Jack Fairy, aged 7

미코 웨스트모어랜드

Jack Fairy

다미안 슈셋

BBC reporter

니 너트

kissing sailor

와쉬 웨스트모어랜드

young man

돈 펠로우스

Lou

개니아트 카수무

Mary

레이 셀

Murray

알래스테어 커밍

Tommy Stone

조 보이스

girl on subway

짐 웰란

Mr Stuart

실비아 그랜트

Mrs Stuart

팀 한스

Manchester

teacher

라이언 포프

Arthur’s brother

스튜어트 칼라간

제임스 프란시스

boys in record shop

칼럼 해 튼

Brian Slade aged 7

린세이 켐프

Pantomime dame

카를로스 미란다

pianist

엠마 핸디

Mod girlfriend

매튜 그레모어

Mimosa

다니엘 아담스

Curt Wild, aged 13

브라이언 포페

bartender

조 비티

Cooper

사라 카우드

Angel

데이빗 호일

Freddi

윈스톤 오스틴

Micky

이반 카트라이트

피터 킹

Cecil’s friends

저스틴 살링거

Rodney

로저 알보로우

middle age man

피터 브래들리

주니어

30’s style singer

조나단 컬렌

윌리암 케이

reporters

빈센트 마젤로

코레이 스칵스

나단 오스굿

US reporters

나디아 윌리암스

teenage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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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시작한다.

슬레이드의역사는미국의록스타커트와

일드와의 사랑의 역사 다. 첫눈에 와일드에

반한 슬레이드는 그와 결합해 그의 커리어를

회생시키려하지만, 앨범작업이순탄치못하

자슬레이드의매니저제리디바인은곧인내

심을잃는다. 환멸을느낀슬레이드는베를린

으로 도피했다 런던으로 돌아와 자신의 죽음

을 연출한다. 커트 와일드와 동료 록 가수 잭

페리는 램 록에 한 고별 공연을 펼친다.

무 뒤에서슬레이드는모습을감춘채이를

바라본다. 84년뉴욕, 미국은온통토미스톤

열풍으로 뒤덮여 있다. 커트 와일드를 만난

스튜어트는 토미 스톤이 곧 브라이언 슬레이

드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70년 의 데카당

스는80년 의품위로변절하고있었다.  

<벨벳 골드마인>의 조연들 중 한 명은

브라이언 슬레이드를 가리켜 이렇게 말

한다. “그는 내가 만나본 어떤 사람들과

도 달랐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자기

자신과도달랐지. 그는거짓을친구삼아

살았어.”<벨벳 골드마인>도 그 브라이

언 슬레이드 같다. 토드 헤인즈의 이 현

란한 열병 같은 작품은 70년 램의

역사를 재현하기보다는 램의 특징인

내용에 우선했던 램의 스타일과 무질

서함에 탐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벳

골드마인>은 패러독스에서 탄생한 작품

이다. 기만과 허위에 한 지적인 탐구,

국만의고유한사회현상이었던한음

악 장르에 보내는 미국인의 러브 레터.

그것은 <포이즌>과 <세이프>의 각본을

쓰고 감독한 토드 헤인즈의 가장 길고

야심찬프로젝트다. 그것은많은내용물

을함유하고있다.

<벨벳 골드마인>에는 중심이란 게 없

다. 헤인즈의연출은이질적이고산만하

다. 줄거리란 것은 마치 부분 조명 같아

서, 어떤 때는 결정적인 곳을 비추고 어

떤 때는 오히려 전체를 파악하는 데 방

해만 된다. 등장 인물도 마찬가지로 종

잡을 수 없다. 슬레이드란 캐릭터는 의

심할 나위 없이 데이빗 보위를 모델로

하고있지만조나단라이메이어스의연

기는 그를 평면적이고 속을 가늠할 수

없는, 기묘하게 색깔 없는 존재로 만든

다. 에디 이자드의 매니저는 모든 사

를마이클케인을비꼬아흉내내듯말한

다. 이완 맥그리거의 커트 와일드(반은

루 리드, 반은 이기 팝이면서 헤어스타

일은 커트 코베인인)는 고집스럽게 미

국식 발음을 고수한다. 요컨 우리는

배우들이연기를하고있다는느낌을버

릴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기만과 앤드

로지니와연기로일관한 램록의요체

다. 다시말하지만, 이 화는눈에보이

는그 로다. 

미국의 뉴 퀴어 시네마(헤인즈는 이

제 이 말이 너무 싫다고 한다)를 표하

는토드헤인즈는철저히퀴어적인관점

에서 국의 램 록에 접근했다. <벨벳

골드마인>은 국 예술의 저류인 게이

컬처에 한 오마쥬가 되고 있다. 소년

오스카와일드같은미래의브라이언슬

레이드는 오프닝에서 선생님에게 이렇

게 선언한다. “나는 팝의 우상이 되겠어

요.”스타덤에 오르기 전 브라이언 슬레

이드는 노동자들의 클럽을 흥분으로 가

득 메우는 니 라 루 스타일의 엔터테

이너를 홀린 듯이 응시한다. 또 다른 장

면에서 슬레이드의 초기 무 를 지켜보

던 중년의 동성연애자들은 그를 탐내듯

곁눈질하며귓속말을나눈다. 이렇듯헤

인즈가파악한 램록은경계를허물고

타자를 포옹하는 퀴어 예술의 창세기

다. 시간의 시계추가 다시금 80년 라

는 경직된 오웰적 시 로 돌아가기까지

(70년 국과 오버랩되는, 기묘한 공

상과학 세계 같은 80년 현재의 미국

역시인위적이고방향감각없는 램의

분위기를잘전달한다).

토드헤인즈는 램록이홀연히나타

난 게 아니라 미국 록과 국의 게이 컬

처와 30년 아르 데코가 만나 이루어

진 것임을 보여준다. <벨벳 골드마인>

역시 램 록의 그런 탄생 과정처럼 풍

부한 2차 소스로 넘쳐난다. 사운드트랙

은 이기 팝(「Gimme Danger」, 「TV

Eye」)과 데이빗 보위 패스티시로 충만

하고, 내러티브는 <시민 케인>과 돈 데

릴로의 사라진 록 스타를 그린 소설『그

레이트 존스 스트리트』를 연상시킨다.

심지어 헤인즈 자신의 작품까지 등장한

다. 브라이언슬레이드와커트와일드의

플라스틱인형이나오는짧은씬은바비

인형을 이용한 헤인즈의 전기 화 <슈

퍼스타>를떠올리게한다.

짧은기간이지만 램록은 국의민

감한 젊은이들을 열병처럼 사로잡았다.

그들의 암울한 방은 현란한 램 록 스

타들의 포스터로 뒤덮 고 도전적인 10

들은 국교외의잿빛거리를요란한

램패션으로장식했다. 토드헤인즈의

도 높고 복잡하고 때로는 좌절스런,

더없이 화려한 이 화는 램의 바로

그 하루살이 같은 속성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램의 현장에 거울을

들이댄 것이다. 물론 거울에 비치는 것

은 거짓이다. 그러나 예술도 거짓이 아

닌가. 램의 요란한 제스처와 단장 속

에서헤인즈는청년문화의요체를정확

하게 집어냈다. 그것은 바로‘차이’의

찬양, 붙잡을 수 없는 것에 한 추구,

자기표현과변신의가능성이었다. 물론

진실은 곧 인위다. 타자가 없이는 주체

도있을수없으니까.

XAN BROOKS

SIGHT & SOUNDc

<벨벳 골드마인> 조나단 라이 메이어스

은퇴한뉴욕마피아보스카를로바르톨루치.

현재 이름은 찰스 배렛, 찰리라 불리는 그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단골 레스토랑의 지정석

을 찾는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를 처음 보는

젊은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에이버리, 맥

스, 브렛. 부잣집 귀공자들인 그들이 존경을

표하며 다음 행선지로 동행하자고 정중히 제

의한다. 오랜만에젊은이들과만난찰리도기

꺼이 동의, 차에 올랐는데 이게 웬걸 마취제

로정신못차리게해놓고자신을납치해가는

것이아닌가. 하물며깨어보니새끼손가락하

나가 잘라졌고, 의 생 티케이가 옆에 붙어

수어싸이드 킹
Suicide Kings

피터오팰런감독

distributor

한국 상투자개발

producers

모리 에이즌맨

웨인 알랜 라이스

screenplay

돈 스탠포드

조쉬 맥키니

지나 골드만

웨인 알랜 라이스

director of

photography

크리스토퍼 베이파

editor

크리스 페페

music

그레이엄 레벨

production

designer

클라크 헌터

executive

producer

스티븐 드리머

co-producer

패트릭 피치

associate

producers

아담 스

찰스 A 치아라

assistant directors

켈리 캔틀리

알란 브렌트 코넬

크리스찬 P 델라

페나

다이아나 E 윌리암스

script supervisor

로레트 돕슨

casting

웬디 커츠만

로저 무젠든

special effects

존 C 하티건

art director

맥스 비스코

set decorator

트레이시 커쉬바움

costume 

제네비브 타이렐

Mr Walken 

make-up/hair

린다 코스틸로

에바 마리 덴스트

key hair stylist

로리아 파스콰

hair stylist

아시 그룻시스

key make-up

artist

파멜라 로스

title disigner

앤드류 도체트

music supervisor

조 치카렐리

sound

에릭 엔로스

production sound

mixer

켄 맥러플린

sound designer

클라이브 테일러

re-recording

mixers

게리 기간

토니 젠킨스

cast

크리스토퍼 워큰

Carlo

Bartolucci/Charlie

Barret 

데니스 리어리

Lono Veccio

니나 시마즈코

Jennifer

제이 피온델라

bartender

헨리 토마스

Avery Chasten

숀 패트릭 플래너리

Max Minot

나단 다나

Marcus

제이 모어

Brett Campbell

제레미 시스토

T K

프랭크 메드라노

Heckle

로라 산 지아코모

Lydia

클리프 드

Marty

루이스 롬바르디

Mickey

레니 치트라노

Barrio Bennie

106분

미국 1997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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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이다. 불같이화를내는찰리에게이들

네명은사정을설명하는데상황은다음과같

다. 이틀 전 에이버리의 여동생이자 맥스의

애인 앨리스가 유괴되었다. 유괴범들은 2백

만 달러를 요구하지만 앨리스의 아버지는 돈

을 줄 마음이 전혀 없다. 급기야 친구들은 이

전설적인 마피아 보스를 유괴해 협상을 하기

로한것. 

변호사에게 연락한 찰리는 앨리스의 유괴

범들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고, 심복

로노는감히찰리를납치한이 담무쌍한젊

은이들의 행방을 찾아나선다. 한편 친구들이

포커를 칠 계획인 줄 알고 아버지의 별장을

빌려준 아이라는 마피아 보스를 납치해온 사

실을알고아연실색한다. 피를응고시키는비

타민 K가 부족한 찰리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의식이 점점 몽롱해진다. 변호

사로부터 이들 중 공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찰리는먼저티케이에게그사실을전한

다. 티케이는 아이라에게 말하고, 다섯 명의

친구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첫번째

로의심을받는것은2만달러의도박빚이있

는 브렛. 두번째는 납치될 당시 앨리스와 함

께 있던 맥스이다. 브렛과 티케이가 맥스의

손가락을자르려고하는순간, 이번에는에이

버리가 나서서 5만 달러의 빚 때문에 사건을

벌 음을고백한다. 그사이앨리스의협상건

이해결되었다는전화가오고, 드디어위치를

알아낸로노가들이닥친다. 찰리는유괴를계

획한브렛의다리에만총을쏠것을지시하고

그곳을 떠난다. 앨리스를 데려다놓을 것이라

는 병원으로 달려간 에이버리는 그녀가 없음

을확인하고절망한다. 앨리스를유괴한자들

을찾아간찰리와로노는그들을처단하지만,

그곳에 돈은 없다. 같은 시간, 2백만 달러를

챙긴 앨리스는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맥

스를 만나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을 계획했던

것은다름아닌앨리스. 

며칠 후, 맥스와 앨리스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있는요트에찰리와로노가찾아온다.

찰리는 친구들을 배신한 가로 그들을 죽이

고돈을찾아간다.  

한때는명성이자자하여,그이름만들어

도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친다던 뜨르르한

마피아 보스 으나 (개과천선까지는 아

니더라도) 이제는 은퇴하여 남은 여생을

평화속에보내려고하는참에새파란애

송이들에게잡혀꽁꽁묶인신세가된크

리스토퍼 워큰, 부하로부터 전화를 받고

은 히한마디건넨다. 이것은용기는가

상하지만철이없어도한참없는젊은친

구들을 교란시키기 위한 첫번째 시도이

다. “내가 받은 전화는 현실세계에서 온

거야. 너희들이 화속에서나봤을세계

지. 난 그런 세계에서 왔고 거기서는 모

두가 거짓말을 해. 경찰도 신문도 네 부

모들도.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거리의

소문뿐이지.”피터오팰런의이재기발랄

한 데뷔작의 절반쯤에서 튀어나오는 이

말은 명징하다 못해 내장이 거의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조크처럼 보인다. 크리스

토퍼 워큰의 그 음산한 목소리가 톡톡히

한몫하는건당연한데이말을자세히들

여다보면 중간이 꼬여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기이한 농담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체 무슨 말이냐구? 그럼 다

시한번찬찬히살펴보자.

첫번째상황1. 타란티노가<저수지의

개들>을 들고 나온 시점은 그야말로 90

년 식지각변동의시기 다. 화는꼬

이고꼬인한판농담이자게임이되었으

니, 이게임의판가름은누가더많이잡

탕 화사를 꿰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

다. 물론 이제 와서 타란티노의 혁혁한

전과를 다시 한 번 나열하는 것 또한 참

으로 부질 없는 짓이라 하겠지만, 곰곰

이 생각해보면 그 결정적인 전과 중에

하나는어떻게그들이매혹당한 화이

미지를(물론 타란티노가 또는 그의 수

많은 아류들이 한결같은 애정을 고백하

는 느와르-갱스터 장르 화의 페르소

나들) ‘모셔와’그들에게걸맞는자리를

내주고아낌없는경배를바치며안과밖

의 이미지, 덧붙여 그 이미지의 역사마

저 함께 끌고 들어오는가 다. 피터 오

팰런의경배의 상은무조건, 크리스토

퍼 워큰이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화

면 안으로 들어온다(차에서 내리는 키

큰 남자의 실루엣, 쉽사리 목 위로 올라

가지 않는 롱 쇼트 화면 사이즈, 그럼에

도불구하고그의움직임을놓치지않기

위해 부단히 따라가는 카메라의 동선).

이윽고그의얼굴이잡히는순간화면은

더 이상의 여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다. 이 방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건 바

<수어싸이드 킹> 크리스토퍼 워큰

로 크리스토퍼 워큰이다! 비록 묶여 있

지만 최고급 의자에 앉아 있는 그는 말

그 로 이 화의 중심이다. 그 앞에서

젊은친구들은우왕좌왕, 설왕설래어찌

할 줄 모르니, 그들은 한편으로 찰리의

전설을듣고자란세 이며또한편으로

는 <디어 헌터>부터 <킹! 뉴욕>까지를

보고 자란 세 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 사이에는 물론 <트루 로맨스>도 있

었다). 그러니까 그는 전설의 찰리인 동

시에 전설의 크리스토퍼 워큰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피터 오팰런은 아벨 페라

라의 막내동생쯤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순간피터오팰런의전략은 성공이

다. 듬뿍 연모의 정을 담아 아이콘을 그

로 옮겨옴으로써 1백 퍼센트 순수 장

르 화는 화 바깥과 하나로 만난다.

좀더 이야기를 비약시키자면 누가 봐도

타란티노류의 화임이 분명한 이 데뷔

작이어떻게이미상정된그물을헤쳐나

갈 것인가에 관계된 문제이다. 해답은

크리스토퍼 워큰이 자신의 이미지를 천

연덕스럽게 끌고 들어와 그 스스로‘연

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너희들이

화속에서나봤을세계지”). 

두번째 상황 2. 우리의 보스가 처음부

터 끝까지 아이콘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그러면서 보여지는 현실과

화 사이의 미묘한 얽힘이 중요하다), 얼

간이친구다섯명은아주사실적이어야

한다. 그속에서손에피한방울묻혀본

적없었을이선하디선한귀공자들이깨

닫는 것은 범죄에의 욕망이다. 한번 해

보니 손가락 자르는 것도 별 문제 아니

다. 더 중요한 건 이 다섯 명 중 누가 과

연거짓말을하고있는가의문제이며또

한 그들 중 그 누구도 심지어 찰리만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게다가 화 속

에서 튀어나온 크리스토퍼 워큰은 찰리

가 되자마자 곧 그가 온 곳이 현실이라

고 단언한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슬

쩍 추가된다. 픽션과 현실 중 어느 것이

더 거짓말인가?(“난 그런 세계에서 왔

고거기서는모두거짓말을해!”) 

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예의 장

르의규범에따른막판뒤집기의순간이

다. 전설의마피아보스찰리, 혹은전설

의 페르소나 크리스토퍼 워큰이 새파랗

게젊은놈의농간에여지없이말려들다

니! 응징은 가차없다. 친구를 배신한

가는곧크리스토퍼워큰의이미지를가

지고 논 가 아닌가. 이건 가히 마지막

농담의 시간이라 할 만하다. “내 화려한

경력 때문에 화 속의 주인공과 나를

착각하는구먼!”

이 재 기자

c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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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

씨제이 엔터테인먼트

producers

마이클 피넬

콜린 윌슨

screenplay

개빈 스코트

아담 리프킨

테드 엘리엇

director of

photography

제이미 앤더슨

editors

마샬 하비

마이클 다우

production

designer

윌리암 샌들

music/music

conductor

제리 골드스미스

production

companies

유니버설 픽처스

드림 웍스 픽처스

executive

producer

월터 파키스

co-producer

폴 디슨

production

supervisor

안젤라 헬드

production

controller

짐 터너

production office

co-ordinator

로버트 웨스트

unit production

manager

폴 디슨

location manager

코카이 암파

assistant directors

베니타 알렌-호니스

디터 부쉬

레베카 스트릭랜드

낸시 L 벤투라

2nd unit:

C C 번즈

2nd unit director

짐 아네트

pre-production 

executive:

마틴 코헨

supervisor:

브래들리 M 굿맨

co-ordinator:

리사 마리 세라

2nd unit script

supervisors

렉스 메츠

로버트 라 본즈

camera operators

로버트 라 본즈

additional:

조지 B 스티븐슨

steadicam

operator

해리 가빈

visual effects

supervisor:

스티븐 팽마이어

producer:

킴 브롬리

co-supervisor:

엘렌 푼

production visual

effects

co-ordinator:

레스리 바넷

editor:

크리스 베어드

special visual

effects/animators

Industrial light &

magic

supervisor:

제랄드 굿슈미트

에릭 매트슨

digital model

supervisor:

토니 허드슨

compositing

supervisor:

스코트 프랭클

digital colour

timing supervisor:

케네스 스미스

lead sequence

animators:

데이빗 바이어스

브라운

젠 엠벌리

animators:

스코트 벤자

척 듀크

제이슨 이비메이

헤더 나이트

마틴 오로

데이빗 라 튜어

줄리아 리어리

스티브 리

닐 미츠카

크리스토퍼 미노스

자크 뮬러

데이빗 파슨스

시 트란

치 청 체

팀 웨디

스코트 위츠

미켈라 자브란스카

존 즈단키에비츠

computer graphics

sequence

supervisors:

마이클 디 코모

데이빗 메니

숀 스커

lead computer

graphics artist:

켄 웨슬리

lead compositor:

마샬 크래서

computer graphics

artist:

조엘 아론

미미 애버스

펠릭스 발바스

모리스 바스티안

캐슬린 빌러

패트릭 브레넌

패트릭 콘랜

데이빗 듀버

나타샤 드보

제프 도란

곤잘로 에스쿠데로

톰 페예스

딘 포스터

토드 풀포드

짐 해지돈

매리 베스 해거티

크리스티나 힐스

폴리 잉

모헨 레오

테렌스 메이슨

매리 맥쿨로크

제니퍼 맥뉴

마이클 민

브루스 파웰

제이슨 로손

케빈 류터

제프리 생크

다니엘 슈메이커

크리스타 스타

존 스틸만

켄 지 러

visual effects art

director:

조지 헐

visual effects 

co-ordinators:

알렉산드라 알트로치

아만다 몽고메리

미첼 스피나

digital modellers:

켄 브라이언

제임스 도허티

프랭크 그라배트

알렉산드라 푸카레프

래리 탄

에드워드 테일러 4세

폴 데렌

옴즈 벨라스코

3D camera

matchmove

supervisor:

셀윈 에디 3세

location

matchmove artists:

랜디 조나슨

래니 서막

3D matchmove

artsits:

테리 코스트너

웬디 핸드릭슨-

엘리스

조디 메이어

니 모로우

제프 샐츠맨

R D 웨지너

존 히스넌트

알리아 아가

루크 롱인

lead digital paint

artist:

조안 해프너

digital paint/roto

artists:

데보라 포트

패트릭 자비스

샌디 리츠

에이미 세퍼드

마이크 밴 엡스

매튜 월린

에린 웨스트

테리 몰라토어

visual effects

editors:

마이클 맥고번

그렉 하이만

film scanning

supervisor:

조슈아 파인즈

film scanning

operators:

랜달 빈

조지 갬베타

visual effects

director of

photography:

패트릭 터너

ILM senior staff:

패트리샤 블라우

게일 커리

크리시 잉 랜드

H B 시겔

짐 모리스

special effects

co-ordinator:

케네스 D 페피오트

second:

진타

레펙카

foreman:

프랭크 W 세플러

leadman:

라츠 샌더슨

office co-ordinator:

제인 E 페피오트

2nd unit:

다니엘 머피

computer

graphics

consultant

리즈 래들리

animation

supervisor

데이빗 앤드류스

additional editing

데일 벨딘

supervising art

director

마크 W 맨스브릿지

art director

브래드포드 리커

lead set designer

해리 얼 오토

set design

스탄 트롭

윌리암 탤리아페로

set decorator

로즈마리 브랜든버그

illustrator

로빈 리케슨

storyboard artist

트레이시 윌슨

costume 

캐롤 브라운-제임스

costume

supervisor

켄트 제임스

make-up

department head

크리스티나 스미스

hair department

head

주디 알렉산더-코리

action

figures/animatron

ic design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

스탠 윈스턴

effects supervisors:

존 로젠그랜트

J 알란 스코트

character

designers:

마크‘크래쉬’

맥크리

조이 오로스코

스코트 스토다드

존 로젠그랜트

크리스토퍼 스위프트

그렉 피기엘

짐 샤먀츠

이안 스티븐슨

데이빗 본징고

크레이그 자블론스키

제이슨 매튜스

key animatronic

designs:

J 알란 스코트

리치 호겐

스몰 솔져
Small Soldiers

조단테감독

알프레드 소사

밥 마노

존 도우

매트 하임리히

key artists:

빌 바소

트레버 헨슬리

마크 쥬링코

닉 마라

조 리더

덕 스튜어트

롭 필립스

로버트 램스델

스튜어트 아팅스톨

key electronic

design:

커트 허벨

에머리 브라운

mechanical design:

폴 메지아스

이워드 셔스터

크리스찬 콜컴혼

세바스티안 칼리베트

버드 맥그류

클린트 린치

샘 드 라 토르

브라이언 나마니

데이빗 코바루비아스

커크 스코디스

제프 에드워즈

팀 노델라

art/mold tech dept

supervisor:

앤소니 맥크레이

production 

co-ordinator:

스틸즈 화이트

executive in charge

of operations:

타라 미니-크로치토

main title

sequence design

로버트 도슨

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옵티컬 일루젼

디지스코프

orchestrations

알렉산더 커리지

executive in

charge of music

토드 홈

music editor

럴 홀

music scoring

mixer

브루스 보트닉

soundtrack

“War”by Norman

Whitfield, Barret

Strong, adapted by

Steven Howse,

Stanley Howse,

Henry Rollins, Tom

Morello, Flea,

Damon Elliott,

performed by Bone

Thungs-n-

Harmony with

Flesh-n-Bone and

Henry Rollins, Tom

Morello, Flea

contains a sample

from “War”as

performed by

Edwin Starr

“Also Sprach

Zarathustra”by

Richard Strauss

“Love Is a

Battlefield”by

Mike Chapman,

Holly Knight,

performed by Pat

Benatar with

additional vocals

by Queen Latifa

“Patton”(theme)

by Jerry

Goldsmith,

performe dby The

Royal Scottich

National Orchestra

“My City Was

Gone (Kool Keith

Remix)”by

Chrissie Hymde,

performed by The

Pretenders with

additional vocals

by Kool Keith

“Love Removal

Machine”by Ian

Astbury, William

Duffy, performed

by The Cult

“Rock and

Roll(part 2)”by

Gary Glitter

“Another One Bites

the Dust (Small

Soldiers Remix)”

by John Deacon,

performed by

Queen with

additional vocals

by Wyclef Jean

featuring Pras and

Free

“Communication

Breakdown”by

Jimmy Page,

Robert Plant, John

Bonham, John

Paul Jones,

performed by Led

Zepplin

“Surrender”by

Rick Nielsen,

performed by

Cheap Trick

“Wannabe”by

Spice Girls,

Richard Stannard,

Matt Rowe,

performed by Spice

Girls

“Tom Sawyer”by

Greddy Lee, Alex

Lifeson, Neil Peart,

Pye Dubious,

performed by Rush

“Bride of Creation”

from “Bride of

Frankenstein”by

Franz Waxman

“The Stroke”

by/performed by

Billy Squier

supervising sound

editor

에릭 린더만

co-supervising

sound editor

마크 맨지니

production sound

mixer

켄 킹

supervising

dialogue editor

줄리아 에버세이드

foley 

supervisor:

톰 브레넌

artists:

존 B 로취

힐다 호지스

recordist:

캐롤린 탭

mixer:

매리 조 랭

project consultant

캐시 자타가

military adviser

데일 다이

re-recording

mixers

로버트 J 리트

엘리옷 타이슨

마이클 허빅

sound effects

editors

도날드 플릭

엘리엇 L 코레츠

존 퀴어트코브스키

마이클 가이슬러

데이빗 그리말디

수잔 듀덱

stunt co-ordinator

짐 아네트

animal trainer

개리 게로

‘버즈 앤 애니멀스’

cast

커스틴 던스트

Christy Fimple

그레고리 스미스

Alan Abernathy

제이 모어

Larry Benson

필 하트만

Phil Fimple

케빈 던

Stuart Abernathy

데니스 리어리

Gil Mars

프랭크 란젤라

voice of Archer

토미 리 존스

voice of Major Chip

데이빗 크로스

Irwin Wayfair

알렉산드라 윌슨

Ms Kegel

그레고리 이친

Mr Florens 

딕 러

Joe

자콥 스미스

Timmy Fimple

조나단 데이빗 복

Brad

앤 매그너슨

Irene Abernathy

웬디 샬

Marion Fimple

아치 핸 3세

satellite dish

installer

로버트 피카도

Ralph, clean room

technician 

줄리어스 테넌

Toy World

supervisor

벨린다 밸라스키

neighbour

랜스 하워드

husband

재키 조셉

wife

어네스트 보그나인

voice of Kip

Killagin

짐 브라운

voice of Butch

Meathook

브루스 던

voice of Link Static

조지 케네디

voice of Nick Nitro

클린트 워커

voice of

Slamfist/Scratch-It

<스몰 솔져>



장난감 회사 하트랜드를 인수한 로보테크

사장 길 마스는 디자이너인 어윈과 래리에게

새전사인형을도안하라고명령한다. 어윈은

외계인 고고나이트를, 래리는 치명적인 군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착 정예 코만도를 디자

인한다. 아버지의장난감가게를생각한알란

애버내디는 하트랜드사 배달원 조에게 새로

나온 인형 샘플을 부탁한다. 인형들은 알란

모르게깨어나고, 고고나이트리더아처는몰

래알란의집으로숨어들어간다. 가게로돌아

온 알란은 가게가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한다.

칩 해자드가 이끄는 코만도 요원들이 사라진

고고나이트에 해선전을포고한것.

알란은 코만도의 공격으로부터 아처를 구

하지만, 코만도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로

무기를급조해공격을계속한다. 알란은다른

고고나이트들을 발견한다. 코만도들은 알란

의 이웃 크리스티의 집에 침입, 그웬디 인형

들을 험상궂은 베테랑 여군으로 바꿔놓는다.

크리스티가 그웬디들에 사로잡히자 알란은

꾀를내어그녀를구해낸다. 최초의접전에서

살아남은칩은지원부 를요청한다. 알란과

크리스티, 그리고그들의부모는다같이수천

의 장난감 군인들에 포위당한다. 고고나이트

는알란을도와전력과부하로코만도를전멸

시킨다. 마스는보상금을지급하고, 고고나이

트는장난감배를타고전설의낙원고곤으로

향한다.      

디즈니의 <토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는 화가키워주는방정한플라스틱주

인공이아닌다른캐릭터를기억하게된

다. 성질 고약한 초등학생에 의해 만신

창이가 된 끔찍한 장난감들이다. 조 단

테가 바로 그런 감독이다. 그는 팀 버튼

처럼 기괴하고 독창적이진 않지만 미국

의중산층주택가같은스필버그의단정

한상상력에기발하고버릇없는낙서로

도전을 하곤 한다(비록 스필버그 우산

아래에서 자주 작업하기는 하지만. <스

몰 솔져>도 드림웍스 작품이다). 그가

그리는 평화로운 주택가는(처음에는 언

제나 그렇게 보인다) 뒤로 가면 예외 없

이비겁과불합리와원한의도가니가된

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렘린>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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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게스트

voice of Insaniac/

Freakenstein

해리 셔러

voice of Punch-It

짐 커밍스

voice of Ocula

사라 미셀 겔러

크리스티나 리치

Gwendy dolls

voices

존 로젠그랜트

스코트 스톤하드

J 알란 스코트

리치 호겐

크리스토퍼 스위프트

커트 허벨

존 도우

조이 오로스코

데이빗 본지노

이안 W 스티븐슨

알프레드 소사

빌 바소

케이스 마보리

짐 샤마츠

puppeteers

마샤 미츠맨 게이번

Globotech

announcer

110분

미국 1998년 제작

한 조 단테 화는 전부 제작자와 관객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버튼 매니아들에

게는 너무 무난하고 계산적이고, 주류

관객에게는 너무 어둡고 시니컬했던 것

이다. 그러나 7년간을 황야에서 떠돌면

서도 그는 악한 게릴라 같은 자기 스

타일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야말로

조 단테적 의미의‘작가’며, 히트 앤 런

전략의장사꾼이고, 로저코만아카데미

의계승자다.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돕는 요정을

효과적으로 옮긴 <토이 스토리>의 녹색

플라스틱 코만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으면서도 <스몰 솔져>는 미국의 군사

문화에 은근히 일침을 가한다. 이는 조

단테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해 전작인

(다소 시들한) HBO의 정치 풍자 드라

마인 <제2차 남북 전쟁 The Second

Civil War>에서는 군국주의를 완전한

헛소동으로 그리기도 했다. <스몰 솔져>

는유머감각이라곤없는일단의부르주

아가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웃에게

코만도 공격을 감행하는 <유령수업>과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다. <스몰 솔져>

를 통해 조 단테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

과 화를 통한 그 미화를 조롱하고 있

다. 정예 코만도는 심각하게 인상만 쓰

는 못난이들이고 그들을 지휘하는 것은

토미리존스의걸걸한목소리로고함을

질러 는 GI 조 같은 인형이다. 나머지

는 <더티 도즌>에서 살아남은 인물들과

주말을 틈타 게릴라로 변신했던 <유령

수업>의 브루스 던이 목소리를 맡고 있

다. <마우스헌트>의 아담 리프킨을 포함

한 네 명의 각본가가 쓴 개그는 풍족하

고 신속하다. 코만도 부 가 알란의 집

을 포위할 때(미군이 노리에가 장군을

포위하듯이) 나오는 음악은 귀청이 찢

어질 듯한 스파이스 걸즈고, 헬기로 공

중을 활주하며 칩이“아침의 폴리우레

탄 내음이 정말 죽여주는군!”이라고 되

뇔 때 나오는 음악은 바그너다. 가장 멋

진 안티-조국 조크는 그 전에 나온다.

사탕 발림된 스필버그풍 터치로 알란의

CD롬을 스캔해 미국 역사에 관해 알게

되는 고고나이트 리더 아처가 나온다.

얼마 후 완전히 정반 상황에서 직소

퍼즐로 된 성조기 앞에 선 칩은 부하들

에게‘명예 아니면 죽음’을 기조로 하는

일장연설을한다.

<스몰 솔져>의 또 다른 공격 목표는

헐리우드의돈벌기전략이다. 자기패러

디가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안 뒤부터 헐

리우드 블럭버스터는 모두 헐리우드의

탐욕에 한 조롱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토이 스토리>가 가장 재치있는 경우

다). 그러나 <스몰 솔져>는 탐욕을 다름

아닌 테러리즘으로 표현했다. 그렘린이

그랬듯이 코만도 관련 제품은 삽시간에

마을을뒤덮는다. 로보테크가악의화

신인 것은 단지 무기 제조 회사이기 때

문이 아니라 가정을 군국화하기 때문이

다. 회사 홍보물은“군수품을 가정 용품

으로”란 슬로건을 내걸지만 군인들이

토스터와수분건조기로즉석무기를만

들어내는 데서 알 수 있듯 실은 가정 용

품이 군수품으로 전용된다. 조 단테의

화에서집은무엇이든파괴적살상무

기가 될 수 있는, 슬래셔 무비에서만큼

이나 섬뜩한 공간이 된다. 코만도가 크

리스티의 그웬디 인형을 <프랑켄슈타인

의 신부>처럼 흉측한 흉터의 머리 전

사로바꿔놓은장면에서개인의삶을침

범하는 군국주의의 사악함이 충격적으

로 드러난다(역전의 용사가 된 그웬디

들은 섬뜩한 의미가 담긴“마사지 좀 해

볼까!”란구호와함께싸움에나선다).    

<스몰 솔져>는 그러나 자신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산물이면서 내용상 화려

한 하이테크 장난감인 버즈 라이트이어

가 아닌 구식 장난감 카우보이 우디를

응원해야 했던 <토이 스토리>와 같은 함

정에빠진다. <스몰솔져>는ILM의테크

놀로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작품이지만

주제는 갈수록 디지털화하는 헐리우드

화에 한 우려인 것이다. 이러한 주

제는 코만도 인형 생산 라인에서 터미네

이터 같은 메탈 해골이 생산되어 나오는

첫 장면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

나 조 단테의 정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알란의 아

버지가 파는 것 같은 비폭력적이고 정서

에 좋은 인형이 아니라 코믹 소품이 될

잠재력이 있는 모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존경스럽지만 멍청한 아처의

기즈모보다 못되고 개성적인 코만도나

그렘린에 더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고고나이트가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것은기형적코미디에가담한뒤부터다. 

그러나 <스몰 솔져>에서 중요한 것은

착한 장난감/못된 장난감, 단순한 장난

감/최첨단 장난감의 결만이 아니다. <

스몰 솔져>는 ILM이 연출한 짐짓 단순

해 보이는 이펙트(아처를 연출하는 데

는 <쥬라기 공원>의 티렉스보다 62배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했다)보다 훨

씬 경이적인 창의와 기발함을 담고 있

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이펙트는 특수

효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치즈강판과손수레를미니전사들의

싸움에 동원하는 예들이다. 조 단테의

화는 CGI를 필요로 하지만, 과녁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급조한 무기다. 제

임스 카메론 화도 좀 그래 봤으면 싶

은홈메이드전법이다.  

JONATHAN ROMNEY

SIGHT & SOUND c

distributor

20세기 폭스 코리아

producer

릭 맥캘럼

screenplay

조지 루카스

director of

photography

데이빗 태터솔

editors

폴 마틴 스미스

벤 버트

production

designer

개빈 보퀘트

music

존 윌리암스

production

company

루카스필름

executive

producers

데이빗 브라운

Tunisia shoot:

아브델라지즈 벤

믈루카

Italy shoot:

귀도 체라술로

production

controller

캐스린 파라

production 

co-ordinators

리사 파커

허미온 닌님

Tunisia:

토리 패리

Italy:

위니 위쉬아트

Travel:

멜 클라우스

Tunisia shoot:

아멜 베카니아

Italy shoot:

라우라 카파토

production

services

Tunisia shoot:

CTV 서비스

Italy shoot:

메스티레 시네마

(베네치아)

production

managers

조 번

Tunisia:

피터 헤슬롭

unit managers

Tunisia:

제레미 존스

Tunisia shoot:

메이몬 마흐볼리

필리파 데이

Italy shoot:

엔리코 밸라린

location

managers

로버트 조단

리차드 샤키

Tunisia shoot:

모슬라 크레이엠

Italy shoot:

프랑코 라파

assistant directors

크리스 뉴만

버나드 벨류

벤 하워스

2nd unit:

닉 헥스톨-스미스

조지 워커

자넷 닐슨

Tunisia shoot:

모에즈 카문

Italy shoot:

데이빗 투르치

다리오 치오니

안드레아 보니

2nd unit director

로저 크리스티안

post production

supervisors

마이클 블랜차드

제이미 포레스터

casting

로빈 거랜드

script supervisors

제인-앤 텡그렌

2nd unit:

리사 빅

2nd unit director

of photography

길스 누트겐스

aerial cameraman

아담 데일

camera operator

트레버 쿱

steadicam

operator

키스 시웰

visual effects

supervisors

존 놀

데니스 무렌

스콧 스콰이어스

special visual

effects/animation

Industrial light &

magic

visual effects

executive producer:

크리시 잉 랜드

visual effects

producers:

네드 고만

제프 올슨

헤더 스미스

진저 데이슨

주디스 위버

digital modelling

supervisor:

제프 캠벨

viewpaint

supervisor:

진 볼트

creature developer

supervisor:

팀 맥로플린

lead animators:

스타 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

Star Wars Episode Ⅰ

The Phantom Menace

조지루카스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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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벨

피터 돌튼

루 델라로사

미구엘 푸에테스

할 힉켈

폴 카바나프

킴 톰슨

마졸레인 트렘블레이

visual effects

production

designer:

더그 치앙

lead computer

graphics

supervisor:

케빈 fo퍼티

associate visual

effects supervisor:

배리 아모어

visual effects art

director:

데이빗 나카바야시

ground battle

animation

supervisor:

톰 버티노

technical animation

supervisor:

제임스 툴리

additional visual

effects supervisor:

스코트 파라

computer graphics

supervisors:

존 알렉산더

크리스토프 헤리

톰 허친슨

유안 맥도날드

그렉 말로니

패트릭 T 마이어스

덕 스미시

하비브 자가푸어

sequence

supervisors/

development leads:

케빈 번힐

마이클 디 코모

하워드 커쉬

댄 골드만

사미르 훈

돈 후블러

마이클 루들램

로버트 마리닉

스튜어트 매쉬위츠

테렌스 메이슨

데이빗 메니

커트 미야시로

스티브 몰린

히로미 오노

아만다 로나이-

데일

숀 스커

더 라스 서튼

채드 테일러

크리스토퍼 타운센드

크리스토퍼 화이트

digital effects

artists: 

사디 알마시자데

우리 아니엘레위츠

조아킴 아네슨

오칸 아타만

알 베일리

마이클 발타자

에란 바네

모리스 배스티안

캐슬린 비어

제프리 베네딕트

레일라 벤-조셉

아론 보나

매튜 부카드

스텔라 보우

그레고리 브로어

패트릭 브레넌

빌리 브룩스

캐시 뷰로

돈 버틀러

마리오 카펠라리

타말라 카터

이안 크리스티

폴 처칠

브라이언 콘론

패트릭 콘랜

마이클 콘테

케이틀린 콘텐트

빈센트 데 쿠아트로

데이빗 도버

제프 도란

러셀 얼

에릭 엔더튼

제프 어틀

콘잘로 에스쿠데로

린드로

에스테베코레나

톰 파예스

딘 포스터

크리스티안 포처

데이빗 푸어러

토드 풀포드

제니퍼 저먼

제리미 골드만

존 K 골드만

애드리안 그레이엄

마티유 그로스피론

앤드류 하더웨이

파블로 헬만

존 헬름스

닐 허징거

켈라 힉스

크리스티나 힐스

데이빗 히사나가

데이빗 호스레이

크리스토퍼 호바스

페그 헌터

폴리 잉

에릭 이펜

산드라 카프만

루이스 카츠

스티브 케네디

러셀 쿤스

미치 코펠만

에드 크레이머

브라이언 라 그랜스

제론 라프리

모헨 레오

조슈아 레빈

린든 리

알렉스 린제이

크레이그 린

사이먼 매독스

티아 마샬

케빈 메이

제니퍼 맥뉴

케리 러

마이클 민

다릴 먼튼

줄리 니어리

패트릭 니어리

케니스 닐슨

캇쵸 오르팔리

데이빗 패리쉬

에드워스

파스쿠아렐로

매리 페인

엘렌 푼

스코트 프리어

리카르도 라모스

필립 레보

케빈 로이터

맥스 로체티

알란 로젠펠드

톰 로제터

조나단 로스바트

배리 새플리

프레데릭 슈미트

듀란트 스쿤

댄 슈마커

제프 생크

폴 샤프

린다 시겔

더 라스 J 스미스

브라이언 소보

크리스타 스타

데이빗 스티븐스

크리스 스틸만

존 스틸만

루스 스에요시

캐서린 테이트

팀 테라모토

에릭 텍시어

마크 토스카노

알렉스 트로피엑

한스 울리그

에릭 보겔스

존 워커

앤디 왕

로버트 위버

수잔 윅스

데이빗 웨이츠버그

콜리 워츠

켄 웨슬리

멜바

딘 유크

켄 지 러

리타 짐머만

character

animators:

필립 알렉시

크리스 암스트롱

패트릭 보뉴

수잔 캠벨

마크 추

치 청 세

카일 클락

브루스 데일

앤드류 도체트

앤드류 그랜트

폴 그리핀

켄트 해머스트롬

팀 해링턴

제이슨 아이비메이

숀 켈리

켄 킹

스티브 리

마르탱 로오

빅토리아 리빙스턴

케빈 마텔

렌 매킨토시

닐 미치카

크리스토퍼 미노스

크리스토퍼 미첼

자크 뮬러

줄리 넬슨

스티브 니콜스

다나 오코너

릭 오코너

데이빗 파슨스

스티브 롤린스

제이 레니

매갈리 리가우디아스

트리시 슈츠

톰 세인트 아만드

렌 실베스터

시 트란

스콧 위츠

앤디 왕

윌리암 R 라이트

digital model

development/

construction

artists:

스티븐 애플린

돈나 비어드

듀간 비치

스콧 보넨팬트

로버트 브루스

켄 바이런

앤드류 코스

사이먼 청

캐서린 크레이그

아론 퍼거슨

폴 지아코포

데렉 길링엄

레베카 헤스케스

장-끌로드 랭에

레니 리

서니 리-시엔 웨이

알리슨 마켈

러셀 폴

아론 파우

코리 로젠

데이빗 사케리

토니 섬머스

하위 위드

론 우돌

엘버트 옌

digital matte

artists:

론 브라운

브라이언 플로라

캐롤린 그린

조나단 하브

폴 휴스턴

빌 메이더

릭 리스케

마크 설리반

유세이 우에스기

웨이 젱

rotoscope/paint

supervisors:

수잔 켈리-앤드류스

잭 몽고반

lead visual effects

co-ordinator:

리사 토드

projectionist:

켄 모이니한

motion capture

supervisor:

제프 라이트

digital colour

timing supervisors:

브루스 베치토

케네스 스미스

3D matchmove

supervisors:

케이스 존슨

데이빗 워쉬번

research &

development

supervisor:

크리스티앙 루에

additional matte

paintings:

빌 조지

visual effects

editors:

스콧 발세렉

데이빗 타나카

그렉 하이만

존 바틀

visual effects 

co-ordinators:

알렉산드라 알트로치

로리 아놀드

리즈 브라운

미카엘라 칼랜치니

데이빗 드래니츠케

비키 엔젤

모니크 구기온

데이빗 그레이

수잔 그린하우

아만다 몽고메리

루크 오번

크리스틴 오웬스

페니 룬지

로빈 색슨

데이빗 발렌틴

digital

rotoscope/paint

artists:

트랑 바흐

캐서린 베어드

랜스 베트키

크리스 베이즈

르네 빈코브스키

베스 다마토

스콧 데이빕

케이트 엘슨

켈리 피셔

돈 게이츠

수잔 골드스미스

캠 그리핀

이지 야크노비츠

패트릭 자비스

리간 맥기

캐티 모리스

아론 무스잘스키

앤드류 넬슨

엘자 로드리게즈

조 살라자

자캐리 셔만

데이빗 설리반

제임스 반렌틴

마이크 반 엡스

에린 웨스트

3D machmove

artists:

알리아 아파짐

해지돈

데이빗 행크스

루크 로긴

데이빗 마노스

모리스

조셉 메텐

니 모로우

멜리사 뮬린

탈마지 왓슨

R D 웨게너

motion control

group:

알렉산드르 파라자오

더 라스 그리핀

앤 맥콜간

세스 로젠탈

마이클 샌더스

visual effects

storyboard/concept

artists:

브라이스 콕스

주니어

워렌 푸

줄스 만

노엘 루빈

film scanning/

recording:

랜달 빈

얼 베이어

안드레아 비클리안

마이클 코도바

마이클 엘리스

조지 갬베타

팀 게이드만

리디아 그린필드

낸시 잰크스

덕 존스

제임스 림

토드 미첼

조쉬 파인즈

스테파니 타우버트

알란 트래비스

visual effects

editorial staff:

닉 아나스타쇼

캐리 뷰렌스

에드윈 던클리

나탈리 죠코빅

돈 마틴

이안 맥카메이

짐 튼

마이크 모간

엘렌 스케이드

안소니 피톤

software

development:

존 앤더슨

데이빗 벤슨

로드 보가트

토미 버네트

존 혼

짐 후리핸

조란 카식-알레식

플로리안 케인즈

캐리 필립스

니콜라스 팝라브카

비슈아 랑얜

에릭 새퍼

빈센트 토스카노

알란 트롬블라

제프리 요스트

visual effects

production/

technical support:

노엘 브레빅

숀 케이시

메이 밍 카지노

페이 데이빗

톰 파이어스톤

더 라스 애플화이트

세드릭 찬

브라이언 기

캐시 가드너

다이아나 가즈딕

샘 그래내트

칼림 카만

브라이언 캐스퍼

토드 크리쉬

빌 그린더

숀 호슬리

존 레빈

킴벌리 라쉬브룩

조나단 리트

다니엘 로블

다나 마시노

제니퍼 노나

마리사 펄

데이빗 오웬

돈 로티어스

마사요리 오카

킴 올라-부코브스키

마이크 피터스

마크 세이드기

레슬리 새플리

미안 스틸

빌 틀러시

안소니 쉐퍼

마크 윌하이트

캐리 울버그

digital operation/

technology group:

브라이언 브레트

앤들라 버로우즈

킵 알드리히

켄 베이어

스튜어트 버냄

게일 커레이

비키 돕스 벡

러셀 달링

그렉 던

스콧 그레니어

새넌 헨리

제이 존슨

매리 힌맨

제프 킹

댄 리

낸시 러코프

켄 마루야마

랠리 만

개릭 미커

윌 멜릭

클리프 플러머

베스 새슨

<스타 워즈 에피소드1 보이지 않는 위험> 이완 맥그리거, 리암 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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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메이어

프레드 메이어스

조 타카이

location

machmove

supervisor

잭 헤이

matchmovers

에드워드 코튼

2nd unit:

캐트린 메어다이드

supervisor:

피터 허친슨

senior technicians:

테리 래스

딕비 베티슨- 너

안소니 펠란

레스 휠러

앤디 번스

co-ordinator:

브렌다 허친슨

technicians:

짐 크로켓

스티븐 허친슨

배리 앙구스

마크 하워드

숀 맥콘빌

그레이엄 리들

special effects

pyrotechnics

Industrial light &

magic

special effects

sueprvisor:

제프 헤론

special effects

technician:

데이브 헤론

concept

modelmakers

존 굿선

존 던칸

엘렌 리

3D computer

modellers

케인 디킨슨

사이먼 던죤

miniature

construction/

photography unit

Industrial light &

magic

model supervisor:

스티브 골리

chief modelmakers:

윌리암 벡

스티브 월튼

바바라 아폰소

찰리 베일리

브라이언 저먼드

지오반니 도노반

케이스 런던

아이라 킬러

론 피터슨

마이클 린치

modelmakers:

로렌 아브람스

칼 아스무스

캐롤 바우만

살바토레 벨루치

돈 비스

닉 블레이크

닉 보

제프 브류어

필 브라더튼

마크 벅

닉 다보

폰 데이비스

브라이언 디위

로버트 에드워즈

마크 피오렌짜

데이빗 포 러

존 포어맨

크리스 고히

존 귀딩어

페기 라스터

아론 헤이

그랜트 이마하라

에릭 젠슨

마이클 조브

켈리 렙코브스키

빅토리아 루이스

토드 룩랜드

알란 린치

스콧 맥나마라

에이미 러

로드니 모간

웬디 모튼

데이브 머피

랜디 오텐버그

알란 피터슨

토니 프레시아도

톰 프루스트

R 킴 스미스

마이클 스테프

에벤 스트롬퀴스트

래리 탄

트레버 터틀

로렌 보그트

니 와그너

마크 월래스

멜라니 월래스

케빈 월래스

척 윌리

줄리 우드브릿지

에란 야크다프

effects director of

photography:

마티 로젠버그

패트릭 스위니

팻 터너

레이 질버티

camera operators:

칼 러

밴스 파피어

chief costumer:

애니 폴랜드

stage co-ordinator:

메간 칼슨

animation

director

롭 콜만

Yoda puppeteers

캐시 스미

돈 오스틴

데이빗 그리너웨이

R2-D2 operator

졸룐 뱀브릿지

visual effects

editorial 

co-ordinator

폴 시쇼키

design director

더그 치앙

supervising art

director

피터 러셀

art directors

프레드 홀

존 킹

로드 맥린

필 하비

Tunisia:

벤 스콧

2nd unit:

릭키 에이어스

Tunisia shoot:

타이엡 잘룰리

Italy shoot:

리비아 보고그노니

set decorator

피터 워폴

draughrspeople

폴 크로스

닐 모피트

게리 톰킨스

토드 토저

줄리 필포트

제인 클락 피어스

필림 엘튼

마이크 비숍

루시 리차드슨

pre-visualization/

effects artists

에반 폰토리에로

라이언 튜드호프

케빈 베일리

제프 우즈니악

scenic artist

제임스 겜

concept artists

UK:

토니 라이트

쿤 창

US:

이안 맥케이그

테릴 휘트래치

제이 셔스터

커트 카우프만

마크 가바나

storyboard artist

벤튼 쥬

sculptors

에디 버틀러

테사 해리슨

리차드 스

케이스 쇼트

리차드 스미스

concept sculptors

토니 맥베이

마크 시겔

로버트 번즈

costume 

트리샤 비거

wardrobe

supervisor:

샤론 롱

master:

안소니 브룩맨

mistress:

루 더킨

Tunisia shoot,

supervisor:

나마 하지 메흐리

make-up

chief artist:

폴 잉 렌

artists:

멕 스피어스

멜리사 래커스틴

2nd unit, artist:

트레퍼 프라우드

creature design

effects supervisor

닉 듀드만

creature effects

co-ordinator

린 니콜슨

animatronic

model design

supervisor

크리스 버튼

key sculptor

게리 폴라드

creature mould

shop supervisor

레이 트리커

key animatronic

model designers

모니크 본

마크 쿨리어

미첼 테일러

animatronic

model designers

말콤 에반스

존 코핀거

셜리 쿠퍼

마리아 보기

케이트 머레이

테리 존스

스티브 라이트

탬진 행크스

제니 펠프스

줄리 라이트

key animatronic

mould design

조나단 아바스-클라

moulding

technician

매튜 스미스

sculptors

폴 스패테리

케이트 힐

하워드 스윈델

숀 해리슨

creatures mould

filler

런 로빈슨

art finisher

아스트릭 액세랄리언

chief hairdresser

수 러브

hairdressers

사라 러브

모랙 로스

2nd unit:

힐러리 헤인즈

end credits

퍼시픽 타이틀

music performed

by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orchestra leader

고든 니콜리치

choirs

런던 보이시즈

뉴 런던 어린이

합창단

chorus directors

테리 에드워즈

로날드 코프

orchestrations

존 뉴펠드

콘래드 포프

music editor

켄 완버그

scoring engineer

숀 머피

supervising sound

editors

벤 버트

톰 벨포트

co:

매튜 우드

dialogue editors

사라 볼더

그웬돌린 예이츠

휘틀

ADR 

recordist:

매튜 우드

editors:

사라 볼더

그웬돌린 예이츠

휘틀

foley 

artists:

데니 소프

제이나 반스

recordist:

프랭프‘페페’메렐

editors:

브루스 레이시

마리안 와일드

mixer:

토니 에커트

re-recording

mixers

게리 리드스트롬

톰 존슨

숀 머피

sound recordist

존 미 레이

re-recordist

로날드 G 루마스

mix technicians

토니 세레노

쥬겐 샤프

켄트 스파링

digital audio

transfer

supervisor

조나단 그레버

digital audio

transfers

디 셀비

크리퍼 바론

sound effects

editors

테레사 엑턴

크리스 스카라보시오

stunt 

co-rdinator/

swordmaster

닉 길라드

armour makers

FBFX

conceptual

researchers

조나단 브레스만

데이빗 크레이그

코이치 쿠리수

researchers

조 도날드슨

세릴 에드워즈

제니 크레이크

helicopter pilot

마크 월프

cast

리암 니슨

Qui-Gon Jinn

이완 맥그리거

Obi-Wan Kenobi

나탈리 포트만

Queen

Amidala/Padm 

제이크 로이드

Anakin Skywalker

페르닐라 어거스트

Shmi Skywalker

프랭크 오즈

Yoda

이안 맥더미드

Senator Palpatine

올리버 포드

데이비스

Sio Bibble

휴 콰시

Captain Panaka

아메드 베스트

Iar Jar Binks

안소니 다니엘스

C-3PO

케니 베이커

R2-D2

테렌스 스탬프

Chancellor

Valorum

브라이언 블레스드

Boss Nass

앤드류 시콤브

Watto

레이 파크

Darth Maul

루이스 맥레오드

Sebulba

워윅 데이비스

Wald

스티븐 스피어스

Captain Tarpals

실라스 카슨

Nute Gunray

제롬 블레이크

Rune Haako

알란 루스코

Daultay Dofine 

랄프 브라운

Ric Oli 

세일라 임리

fighter pilot Brovo

5

베네딕트 테일러

fighter pilot Brovo

2

클라렌스 스미스

fighter pilot Brovo

3 

사무엘 L 잭슨

Jedi Knight Mace

Windu

도미닉 웨스트

palace guard

크리스티나 데 실바

Rab 

프라이데이 (리즈)

윌슨

Eirta 

캔디스 오웰

Yan 

소피아 코폴라

Sach 

케이라 나이틀리

Sab 

브라나 갤로퍼

Republic cruiser

captain

실라스 카슨

Republic cruiser

pilot

존 펜섬

TC-14

그렉 프룹스

Fode

스콧 카퓨로

Beed

자바 더 허트

himself

마가렛 타우너

Jira

드뤼브 샹샤니

Kister

올리버 월폴

Seek

제나 그린

Amee 

메간 우댈

Melee

하사니 샤피

Eeth Koth

진

Adi Gallia

칸 본필스

Saesse Tin

알란 루스코

Plo Koon

미첼 테일러

Yarael Poof

실라스 카슨

Ki-Adi Mundi

미켈라 코트렐

Even Piell

제롬 블레이크

Oppo Rancisis

디피카 오닐 조티

Depa Billaba

필 이슨

Yaddie

제롬 블레이크

Mas Amedda

마크 쿨리어

Aks Moe

실라스 카슨

Lott Dod

제임스 테일러

Rune Haako

크리스 샌더스

Daultay Dofine 

토비 롱워스

Lott Dod

마크 실크

Aks Moe

타이거

에 처해 있다. 두 제다이 기사, 콰이곤 진과

그 제자 오비완 케노비는 무역 연합 수뇌와

나부 행성 지도자들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먼나부행성으로급파된다. 콰이곤과오비완

은 그들을 제거하려는 적들에 포위당하나 간

신히 살아난다. 무역 봉쇄는 베일에 가린 시

스 마스터, 또는 다크 제다이의 사주에 의한

나부 침공 계획을 숨기려는 눈속임이었음이

드러난다. 나부행성에도착한콰이곤와오비

완은 겅가족 자자 빙크스를 알게 된다. 무역

연합의 나부 행성 침공 계획은 성공한다. 콰

이곤과 오비완은 나부 여왕 아미달라를 도피

시킨다. 도중에 우주선이 문제를 일으키자

R2-D2가 응급 처치를 하지만, 공화국 수도

까지 가기 위해 일행은 타투인 행성에 내려

부품을 구한다. 한편 시스 로드는 수제자 다

스몰을보내아미달라를쫓게한다.

타투인 행성에서 콰이곤은 아나킨 스카이

워커라는 노예 소년을 만난다. 첫눈에 그의

막강한 포스를 감지한 콰이곤은 포드레이스

에서 아나킨에 돈을 걸어 아나킨의 주인으로

부터아나킨의자유와우주선부품을따낸다.

일행이 타투인을 떠나려는 순간 그들을 찾아

낸 다스 몰이 나타나 콰이곤과 결을 벌인

다. 수도에도착한아미달라는공화국의회가

나부를 돕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

다이 평의회는 다크 제다이, 곧 시스가 또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고 근심에 쌓이지만“아나

킨이 포스에 균형을 되찾아줄 선택받은 제다

이”라는 콰이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나킨

을제다이로훈련시키는데반 한다. 요다는

아나킨에게서 어둠의 힘에 넘어갈 가능성을

본다.

아미달라는 결국 나부로 돌아가 무역 연합

에 항전할 것을 결심한다. 콰이곤과 오비완,

자자빙크스그리고아나킨도그녀를따른다.

나부에 도착한 그녀는 겅가족의 협력을 얻어

드로이드 군단을 수도 밖으로 유인하고 일행

과 왕궁에 침입, 무역 연합 수뇌를 제거하려

한다. 드로이드군과 맞서는 겅가군이 패퇴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아나킨이 소형 우주선

을몰아무역연합의사령선을무력화시킨다.

다스 몰은 광선검 결에서 콰이곤을 쓰러뜨

리고오비완을상 하다죽음을맞는다. 오비

완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아나킨을 제자로

삼고, 나부행성은해방된다. 

무슨 화든 제목에 일곱 단어 이상이

들어가고 시작한 지 5초 만에‘과세’니

‘논쟁’같은 단어가 나오는 화는 미국

혁명에관한 화아니면관객을당연시

하는 화다. <스타 워즈 에피소드 1 보

이지 않는 위험>은 둘 다다. 그러나 조

지 루카스의 알레고리는 너무 뒤죽박죽

이라 파악이 쉽지 않다. 다만 신분 제도

Tey How

133분

미국 1999년 제작

은하 공화국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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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귀족계급에 한신세계인다운동경

에어설픈문화상 주의를집어넣고피

의 순수성이란 아리안적 이상으로 간을

하여 버무리면 충 <스타 워즈> 시리즈

의온갖단점이부각된이프리퀄1편이

나온다고보면된다.     

지난 한두 해 사이 화판은 마침내

CG 이펙트로 모든 속편을 부실 제작하

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많은 작품이

이펙트에 엄청난 거금을 쏟아붓고도 형

편 없는 화가 될 자유를 획득했다(<미

이라>를 보라). 물론 <스타 워즈 에피소

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은 그렇게 싸구

려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인간을 천연의 공간에서 촬 한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장

면은 드로이드와 에이리언과 우주선과

기괴한 구조물이 넘쳐나는 다단계 테크

놀로지의 승리라 화는 조잡한 소프트

웨어 느낌이 난다. 그것이 의도한 바

다면 결과는 의도를 벗어났다. 나부 행

성의 일렉트릭 블루의 하늘과 선명한

녹색 들판은 그곳이 지구가 아닌 외계

란 느낌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것

이가짜란느낌만줄뿐이다. 

조지 루카스는 원래 비주얼 스타일리

스트는 아니다(적어도 1970년의

<THX 1138> 이후부터는). 그러나 여

기서는 루카스 특유의 강한 비와 결

벽증의 미학(스톰트루퍼들의 새하얀 갑

옷과 먹물처럼 윤이 나는 다스베이더의

헬멧)마저 어중간한 다양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물론 몇몇 씬은 정말로 압

도적이다. 로렌스 올리비에의 <헨리 5

세>(44)에 나온 에이진코트 전투 같은

유순한 양서류 겅가족과 무역 연합 드

로이드의 전투가 <쥬라기 공원> 식으

로 연출된 것을 보는 것도 흔치 않은 즐

거움이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

은 의석이 소용돌이처럼 무한 를 향해

뻗어 있던 은하 의회 씬도 제국 규모의

정치가 보여주는 비능률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뛰어난 비주얼 조크 다. 그

러나 루카스의 상은 일관된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는다. 나부 행성의 수도는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기술적으로 가

능하기때문에D W 그리피스의바빌론

과 비슷하다. <매트릭스>나 <스타십 트

루퍼스> 같은 90년 공상과학 무비의

발랄한 상상력에 비해 <스타 워즈 에피

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의 그것은 다

소 시 에 뒤떨어지고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것을어쩔수없다.

처음 삼부작(아차, ‘나중’삼부작)의

유머를 유지하기 위해 루카스와 규모

제작진은 만화 같은 신종족을 여럿 창

조했다. 겅가족 자자 빙크스의 오리너

구리 같은 얼굴과 과장된 카리브해 억

양, 그리고 (배꼽 아래 내려오는 바지와

함께) 70년 흑인 상업 화에서 많이

본 걸음걸이는 극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라면 재미있어하겠지만 인종적 암시가

느껴지는 그 캐릭터에 우리 어른들로서

는 잘 해야 억지스럽다는 느낌밖에 받

지 못한다. 무역 연합 리더들이 사이비

귀족어를 구사하는가 하면 노예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소유한 코끼리-곤충 캐릭

터가 매부리코를 한 유태인 상인의 이

미지와 비슷하다는 것은 더욱 심란한

징조다. 물론 루카스가 의식적으로 이

런 인종적 암시를 삽입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상식과 상상력과 개인

적 기호가 복합되어 일어난 불행한 화

학 반응일 뿐이다. 어쩌면 루카스는 외

계에서(머릿속에서뿐 아니라 마린 카운

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문화적 다양성에 한 지각있는 묘사와

불쾌한 스테레오타입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모른다. 

그러나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

험>의 가장 큰 문제는 내러티브의 유기

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각 몇 평각

구도의 스펙터클을 시도 때도 없이 사

용하는 것도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 실땀만 많을 뿐 천이 되지 못했

음을 잘 말해준다. 논리적으로 볼 때 <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은 오비

완 케노비와 아나킨 스카이워커(뒤에

다스 베이더가 되는)의 초기 관계에

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은 화 마지막

장면까지 서로 말 한 마디 나누지 않는

다. 그보다는 콰이곤 진이 더 그럴듯한

주인공으로, 리암 니슨은 역할에 맞게

선적인 지혜와 쿵푸 몸놀림을 겸비해

보여준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정보는 전

무하며, 그와 오비완의 관계 역시 우아

한 칼싸움이 몇 번 나오고는 끝이다. 오

비완 역의 이완 맥그리거도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배역을 맡은 <에피소드 1>

의 많은 스타들 중 하나다. 또 한 명을

들자면 아나킨의 엄마 페르닐라 어거스

트가 있다. 개봉 전에 들은 바로는 그녀

와 아나킨이 아주 끈끈한 모자이며 아

나킨의 타락은 아마도 어머니에 한

이 애정이 원인이 되었으리란 느낌이었

는데, 실제로 화를 보니 두 사람은 보

통 모자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을 뿐더

러 페르닐라는 생전 처음 보는 콰이곤

에게아들을냉큼넘겨주기까지한다. 

쉽게 말해 화가 무역 행성 타투인

을 거치는 것은 아나킨의 포드레이스

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것은 루카

스의 성가신 시점 쇼트에 아직도 물리

지 않은 청소년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

한 것일 뿐 스토리 전개와는 아무 상관

이 없다. 이전 시리즈에서도 외계 마켓

은 똑같이 활기차게 묘사되었지만, 그

것만으로 아나킨의 어린 시절을 모두

짐작하기는 역부족이다. 거기다, 우리

가 전통적으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을

동정하는 족속이긴 하지만, 나부 행성

의 운명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일본풍 의상과 헤어스

타일을 뽐내는 여왕 아미달라가 아름답

긴 하지만(그런데 그녀는 도피할 때도

헤어디자이너는 데려간 모양이다), 그

녀나 그녀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다지

성인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물론 그

런 사춘기 이전 같은 무성적 분위기가 <

스타 워즈> 시리즈의 한 인기 요소 음

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

다고 해도 주인공 중 한 명 정도는 약간

의 진화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어도

좋지 않을까? 루카스 스토리의 핵심 구

도인 제다이와 시스, 포스와 어둠의

결도 콰이곤이 아나킨을 제다이 평의회

에 소개할 때까진 전혀 부각되지 않는

다. 이 제다이란 아이디어(순수한 혼

과 엄격한 수련의 인도를 받는 엘리트

전사 계급)는 너무나 심란한 관념이라

루카스가 보여주는 세계의 전체 정치

구도마저 의심스러워질 정도다. 민주주

의에 한 신념을 이상화된 신분제와

복종과 기사 제도에 융합시키려는 욕구

는 코믹할 정도로 미국적이다. 그러나 <

스타 워즈>의 민주주의 개념은 거의 추

상화 수준으로, 제다이의 마니교적 특

성을 은폐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

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바그너의『파르

지팔』에 나오는 것 같은, 순결과 정숙을

추종하는 남성 사교 집단에 다름 아니

다. 이 위 한 독일인 작곡가가 그랬듯

이 루카스 역시 융적인 범신론의 신화

에 빠져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석

하든 그것이 바로 <스타 워즈> 시리즈

의 정수요 본질이며, <에피소드 1 보이

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은 웬 아시모프적 제국의 언저리에서

벌어지는우왕좌왕한도덕론일뿐이다.  

그러나 겅가족과 드로이드군의 전

투와 이전의 어느 시리즈에서보다 박진

감 넘치는 광선검 결이 나오는 마지

막 반 시간은 볼 만해진다. 뒷걸음치다

쥐잡은격의아나킨의활약은그의미래

의아들이똑같이엉겁결에죽음의별을

박살내던장면과겹쳐지는데, 이는완전

한 실수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나왔던

오리지널 <스타 워즈>의 고감도 에너지

와순간적이나마비교되어득될것은하

나도 없기 때문이다. <스타 워즈> 시리

즈가이보다더톨킨을제압하려는열두

살 어린이의 노력 같았던 적은 없다. 그

것은 로망의첫장이라기보다요식행

위인눌변의개회사같다.   

ANDREW O’HEHIR

SIGHT & SOUNDc

슬램
Slam

마크레빈감독

distributor

백두 간

producers

헨리 M 케슬러

리차드 스트래튼

마크 레빈

screenplay

손자 손

마크 레빈

본즈 말론

사울 윌리암스

리차드 스트래튼

story

마크 레빈

리차드 스트래튼

director of

photography

마크 벤자민

editor

에 루이스

music

DJ 스푸키

production

companies

언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슬램 픽처스

executive

producers

데이빗 파이퍼스

헨리 M 케슬러

production 

co-ordinator

엘레니 초카노스

associate

producer

다프네 핀커슨

script editor

팜 와이드너

2nd camera/club

shoot

알란 S 도이치

videographer

다프네 핀커슨

additional editing

브라이언 코트노어

editorial

consultants

팀 스콰이어

앨리슨 엘우드

make-up

질 해리스

effects make up

제레미 사울니어

title concept

존 커비

title design

두 아트 디지틀

마커스 재너

홀리 켐프너

제이슨 스토프

optical supervisor

리차드 스키트

music supervisors

해피 월터스

줄리안 켈리

music 

co-ordinators

임모틀 레코즈

매니쉬 라발

톰 울프

music consultants

릭키 리 멘쉬

모나 스코트

soundtrack

“Galatic Funk(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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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Mix)”, “Phase

Interlude”,

“Epilogue(Processe

d Digital

Feedback)”,

“Hologrammic

Dub”, “Primary

Inversion”,

“Nihilism Dub”,

“Anansi Abstrakt”,

“Prologue(The

DuCamp Effect)”,

“The Terran of

Alpha Centauri

Year 2794”, “High

Density”, “Juba”

by Paul D Miller,

performed by DJ

Spooky That

Subliminal Kid

“What’s Your

Name”by Claude

Johnson

“I Dare You”by R

Ross, H Pierre,  R

Frierson,

performed by Black

Rob, contains

samples of “Under

the Influence of

Love”by B White,

D Politi, performed

by Love Unlimited

“I Can See”by R

Bean, T

Washington, D

Hill, performed by

Tekitha &

Cappadonna

“Hey”by Kamaal

Ibn John Fareed,

performed by Q Tip

of A Tribe Called

Quest

“Sellin’D. O. P.

E(Drugs Oppress

People Everyday)”

by C Gavin, L

Alford, performed

by dead prez

“Country Livin’

(The World I

Know)”by

Esthero, Martin

McKinney,

performed by

Esthero

“The Park”by J

Trugman, R Jones,

A Ivey, performed

by Ol’Dirty

Bastard(Big Baby

Jesus) & Coolio,

contains samples

from “Rock Creek

Park”by J Hall, S

Johnson, K Killgo,

K Toney, O

Saunders,

performed by Big

Punisher fea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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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contains

samples from

“Sunshine”Phillip

Bailey, Maurice

White, Al McKay,

performed by Earth

Wind & Fire

“Thug Poetry”by V

Santiago, A Brown,

E Almonte, M

Allen, performed

by Noreaga

featuring Brown &

Maze, contains

samples from

“Rainbow Ride”by

J Crain, C Daniels,

W DiGregorio, F

Edwards, C

hayward, J

Marshall,

performed by

Charlie Daniels

Band

“Paid in Full”by

Eric Barrier,

William Griffin

“Take a Walk in

My Shoes”by T

Smith, R McNair,

W Lewis, L Jones,

R Fisher,

performed by

Flipmode Squad

featuring Busta

Rhymes, Rampage,

Spliffstar,

Babysham & Rab-

Diggs

“Feel My Gat

Blow”by A

Johnson, K

Muchita,

performed by Mobb

Deep

“Time Is Running

Out”by/performed

by Brand Nubian

“Ain’t No

Stoppin’”by Pras

Michel, Aj-Basser

Hoolly, Goel

Witherspoon, Nasis

Hurst, Marvin

Moore-Hough,

David Mcrae,

performed by Most

Wanted featuring

Pras & The

Product, contains

samples from “One

to One”by

Randolph Muller,

performed by Brass

Construction

sound design

레이 팰러지

필립 드루베

sound

데이빗 혹스

dialogue editors

닐 세다

토니 슬로컴

creative

consultant

본즈 말론

technical

consultant

로지어 T 브라운

re-recording

mixers

디지털 시네마-

릭 디어

싱크 사운드-데이빗

재나이

cast

사울 윌리암스

Raymond ‘Ray’

Joshua

손자 손

Lauren Bell

뷰 시아

Jimmy Huang

본즈 말론

Hopha

로렌스 윌슨

Big Mike

로지어 브라운

Public Defender

메이어 마리온 배리

주니어

judge

안드레 테일러

China

모몰루 스튜어트

Bay, jail rapper

론 존스

리머 세드릭

Doo Wop cops

알란 E 루카스

chief co

도미닉 치니즈

주니어

Officer Dom

제롬 골드만

jail class poet

‘Why’

DJ 레니게이드

party poet

‘Diminuendo’

리자 제시 피터슨

slam poet ‘Ice

Cream’

테일러 말리

slam poet ‘Like’

밥 홀만

slam MC

리차드 스트래튼

prosecutor

Dodge City

우시 브라카

에디 블랙

해리 캠벨

로버트 필슨

Jail

다니엘 M 페이버스

조니 포이

제시 힉스

캐롤린 모리스

레너드 A 톰슨

주니어

토드 베이커

조셉 윌슨

탈리브 왓슨

케빈 케네디

도넬 로빈슨

Dodge City extras

로날드 아스트롱

재커리 뱅크스

카케샤 베스트

베네스 블랙슨

조셉 브라그

케시아 브랙스턴

클라라 브릿

폴 C 브라운

라로이 브라이언트

다메카 카펜터

나켈 카펜터

샤넬 카터

해리 캐쉬웰

로렌조 샤린

카메인 체이스

카를로스 콜

타이런 코너

에보니 코플랜드

비욘 데이비스

찰스 데이비스

카렌 데이비스

알리사 닥터

카프리스 도날드슨

데이빗 도날드슨

턴 에반스

조쉬 펠슨

테렌스 펜윅

미셀 플라워스

카리니아 폴크스

데이빗 그린

마크 그린

마퀴즈 그린

매튜 그린

이케아 하이트

니케바 하이트

린다 하인즈

윌리암 D 하인즈 주

니어

케빈 허진스

브리트니 잭슨

자넷 잭스

올란도 잭슨

조니 자콥스

코레사 존슨

제임스 존슨

라바 키어니

에릭 키트렐 주니어

레지 래시터

토마스 레이

제임스 린더

제요나 맥더피

케빈 멧츠

토마스 (토니) 

매튜즈

라리사 메릿

척 러

다이아몬드 러

스티븐 러

다니엘 미첼

돈 미첼

페르난도 무어

하워드 모간

다본트 파커

디나드 파커

아바예 프래더

칼라 핑크니

에릭 프래더

라이오넬 푸

존 리차드슨

미셀 로빈슨

샤콘다 사무엘스

브라이언 스코트

샤론 샤론

웨인 스미스

에드워드 스티븐스

레지날드 설리반

칼튼 톨리

사브리나 테이트

스티븐 테이트

자렐 서스턴

매튜 업쇼

프랭클린 업쇼

데릭 월커

샤론 워싱턴

오스본 웨스트

크리스토퍼 윌리암스

다넬 윌리암스

에릭 J 윌리암스

타이론 윌리암스

벨리사 윌리암스

알덴 윌리암스

알렉시스 우드랜드

애번

제이슨

DC courtroom

모리스 알렉산더

타리크 아미르

안소니 브라운

그레고리 J 페렐

라타냐 미셀

그레이엄

알버트 L 휼리

드웨인 로버츠

크리스 로빈슨

아모스 M 서리프

버트랜드 토마스

루스 요하네스

Department of

Corrections

데보라 바디스

다릴 버틀러

앤더슨 E 카터

윌프레드 쿠퍼

게리 다이슨

도날드 에드워즈

존 L 젠트리

이베트 C 고든

제이 호킨스

레비 이베우치

아네스 존슨

에드워드 L 조이너

헤이즐 리

스티븐 머피

에드윈 온예투

마크 패리스

하워드 페리

사무엘 리차드슨

토니 A 로빈슨

그웬 로빈슨-엘

귀아 세이디

재니 스크럭스

크리스토퍼 사이먼스

데니스 토마스

칼 화이트

루이스 J 화이트

<슬램> 사울 윌리암스

워싱턴DC. 레이몬드조슈아는 시를 쓰고 마

약을 판다. 물주인 빅 마이크가 거래 도중 총

에 맞자 그는 현장에서 도망치다 체포된다.

보석금은 높게 책정되고 국선 변호인은 당국

에‘협조’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자고

말한다. 구류된레이몬드는살벌한교도소분

위기에 주눅이 들지만 시로 마음을 달랜다.

수감자들 사이에 향력을 갖고 있는 갱스터

호파는 빅 마이크가 레이몬드의 고로 변을

당했다는 소문 때문에 수감자들이 레이몬드

를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교도소

운동장에서 레이몬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무의미한폭력에 한경고를담은즉석슬램

으로무마한다. 교도소로돌아가던그는수감

자들을 위한 작문 수업 강사인 로렌을 만난

다. 로렌은그에게시작을계속하라고격려한

다. 레이몬드의 재능을 높이 산 호파는 그를

보석시켜준다. 

레이몬드는 총상으로 시력을 잃은 빅 마이

크를 다시 만난다. 그는 빅 마이크와 예전 동

료들에게 보복은 오직 폭력을 가중시킬 뿐이

poetry party

숀 브릭스

네히시 코우츠

미노네트 E 둘리

아사타 에푸루 마트

조나단 그레이

브랜든 D 존슨

알란 C 페이지

빅터 V 소토

제니퍼 토마스

이마니 톨리버

모리스 웨이브

욜란다 윌슨

라켈 젤라스

poetry slam

빈스‘파더’

제시카 케어 무어

‘스위티스트

레볼루셔너리’

존 싱클레어

‘스피릿추얼’

카리 아킨세이

송걸 액터크

가비어 안소니

허브 오거스트

멜리사 바타자

린다 벨케비어

리비 블랙

자 라 브류튼

H 브루노

셜리 카질

아도나 카

킴벌리 카터-해링턴

젤라니 콥

셀리 다비도

레이마 데이비스

폴 데블린

캐시 에벨

피델리스 필리

로버츠 플로리스

죠지오 고멜스키

카렌 래스

리디아 골드스타인

헬렌 그랄닉

레온 그린바움

스티브 해거

우드 해리스

데보라 힐

스티브 홉킨스

소피아 홀만

브라이언 켈리

클리니 이부라 살램

머랜드 진-질스

매리 L 존슨

더크 조셉

이야나 캐두신

론다 케이서

김중원

자마키 나이트

마이클 라드

애쉴리 루이스

J C 루이스

앤 린스마이어

M 리틀

브루스 맥

레이 마틴

레지 메이슨

스티븐 맥러플린

노만 맥퍼슨

스튜어트 메이어

올리버 말라

마리오 무어헤드

나시르 나크비

그레첸 넬슨

카멘 오코너

에릭 퀴로가

찰리 레이

데이지 라인하르트

수잔 로저스

주디스 레일리

스테파니 스카보로우

마빈 J 시웰

로빈 슐츠

샤리프 사이먼스

크리스 시뮤네

마크 스미스

스티븐 스타

마리아하데사 탈리

에드윈 토리스

알리스테어 타워스

프리덤 트레인

S 우마

이마니 우주리

E K 웹

제이넵 위크만

아프리퀴아 윌슨

멜-크리스토퍼

1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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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보복을 말린다. 로렌이 연 슬램 파티를

찾은 그는 로렌과 사랑을 나눈다. 로렌은 마

약중독과매춘으로얼룩진자신의과거를고

백하고 레이몬드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가를치르도록권고한다. 이에반발한레이몬

드는그녀와다투고헤어지지만, 로렌이참석

한 슬램 클럽에 모습을 나타낸다. 그의 슬램

은 관중의 환호를 받고, 두 사람은 화해한다.

레이몬드는 선고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

“노예제는 없어졌다고들 하지.”래퍼 아

이스 티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죄수

들은 달라.”이어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는 듯 이렇게 덧붙 다. “한

번 잘 생각해 보라구.”마크 레빈은 그

렇게 한 모양이다. 그의 극 화 데뷔작

은수감이미국흑인들의불안정한삶에

얼마나폭넓게자리하고있는지를잘보

여준다. 철창과족쇄와교도소의그늘은

아프리카흑인들이맨처음미국에건너

오게 된 역사를 상기시키듯 암울한 <슬

램>의 비주얼을 구성하는 테마다. 굳은

얼굴의 교도소 간수는 주인공 레이몬드

에게 이렇게 말한다. “워싱턴 DC에서

우리는 동족의 씨를 말리고 있어.”<슬

램>의 오프닝 씬은 워싱턴 DC에서 돈

없는흑인으로산다는것은놀음이나하

고 샌드백이나 두들기며 어디선가 사건

이터지기를기다리는감옥생활과별로

다를바없음을보여준다.    

마약 소지죄로 선고를 앞둔 레이몬드

와 로렌은 사랑을 나눈 후 벼룩시장을

돌다 노예선 그림을 산다. 한때 마약에

찌든 매춘부 던 로렌은 무기력하게 살

아가는 레이몬드를 질책한다. 레이몬드

는그녀의비난에반발하지만, 감옥으로

돌아가는데 한공포를묘사하며그가

토로한 감금당한 기분(“눈을 뜨면 그게

바로 저 빌어먹을 노예선이라구”)만은

절절이이해할수있다.

<슬램>이 보여주는 정치∙사회적 병

폐들도마찬가지다. 화가어떤해결책

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명

한다큐멘터리작가인마크레빈이레이

몬드의 구류를 결정한 담당 판사 역에

불명예퇴직한전워싱턴 DC 시장마리

온배리주니어를기용한의도는생각해

볼 만하다. 그가“마약이 얼마나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으며”개혁을 시도하

는시장의노력에 중이얼마나따라주

지않고있는가를통탄하는 목에서그

의위선은너무나뚜렷이부각되어거의

포복할 정도다. 그러나 마리온 배리 주

니어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그는 기회

의천국이라는아메리칸드림의산증인

이 아닌가. <슬램>의 양심인 로렌(시인

으로 <슬램>의 각본에 참여한 손자 손)

은 다분히 이상주의적인‘자존’의 원칙

을부르짖는다. 그러나그녀가수감자들

과 눈물 겨운 이별을 하며 스스로 운명

을 개척하라고 촉구할 때, 한 죄수는

“우린 그저 자본주의 원칙에 따를 뿐이

라구요”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의

할 것이다. 그들에게 딴 길이 있었다면

그들도 그 길을 갔을 것이다. 마리온 배

리라는 인물이 보여주었듯 미국의 사회

제도는전과자가새출발할기회따윈주

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아무 방도가 없

을때범죄는생계가되어준다. 

이런갇힌상황에서슬램은일말의도

피처가 된다. 레이몬드가 옆 감방 죄수

의 슬램을 듣고 그에 맞춰 즉석 슬램을

연출하는장면은정말흥겹고짜릿하다.

그러나랩이흔히그렇듯레이몬드의슬

램은자칫하면졸렬하고난삽해진다. 우

스꽝스럽게 진지한 한 장면에서 갱스터

호파(역시 각본에 참여한 본즈 말론)는

엉뚱하게 레이몬드의 시를『손자병법』

에 비유한다. 그러나 <슬램>이 로렌을

통해내린결론은자유가곧감옥이라는

것이다. 레이몬드는형을받아들이고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마크

레빈은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은 것일까

아니면 브레송의 <소매치기>를 본 것일

까?), 그 전에 물론, 미국 화라면 결

코 빠뜨릴 수 없는 감동의 한판(레이몬

드의시에환호하는카페의관중들과아

름다운 여인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온

다.

시도때도없이인서트되는비디오화

면과 오로지 러닝타임을 늘리는 용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클로즈업과 슬로모션

의 우울한 몽타주 등 과욕을 부린 스타

일이 거슬리긴 하지만 <슬램>은 빠듯한

제작비(백만 달러)에 비해 잘 만들어진

화다. <스위트 스위트백의‘나아쁜 녀

어석’송>(71)에 한오마쥬인듯경찰

에게서 달아나는 레이몬드의 모습도 규

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슬램>은 때

때로 정말 아름다운 <슬램>만의 쇼트를

보여준다. 그 중 제일은 석양 무렵에 강

가에선레이몬드의뒷모습이다. 노을빛

을 받아 수천 개의 금박으로 일 이는

수면은그를감싸거의반투명하게만든

다. 또마지막시퀀스에서레이몬드는5

백피트 높이의 장 한 오벨리스크인 조

지 워싱턴 기념탑 아래 선다. 카메라는

위험할 정도로 기울어지며 그 까마득한

기둥을 프레임 속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불 밝혀진 일직

선같이 보인다. 어디로 이어진 길일까?

오직 마크 레빈만이 알 것이다. <슬램>

을 마감하는 데 답은 필요치 않으니

까.   

RICHARD K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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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북미 륙. 게임계의 여왕 알레

그라겔러가새로디자인한신형게임‘엑시스

텐즈’를시험해보려는게임 플레이어들이모

여있다. 엑시즈텐즈는사람의척추에직접연

결하게 되어 있는 바이오포트와 반 유기체인

게임 포트를 연결, 플롯이 있는 환상을 즐길

distributors

콜럼비아 트라이스타

코리아

producer

로버트 란토스

안드레아스 하모리

데이빗 크로넨버그

screenplay

데이빗 크로넨버그

director of

photography

피터 서취츠키

editor

로날드 샌더스

production

designer

캐롤 스파이어

music/music

conductor/

orchestrations

하워드 쇼어

production

companies

알리앙스 아틀란티스

세렌디피티 포인트

필름스

in association

with

내츄럴 나일론

로버트 란토스

프러덕션

텔레필름 캐나다

캐내디언 텔레비전

펀드

co-producers

마이클 맥도날드

데이먼 브라이언트

브래들리 아담스

associate

producer

산드라 터커

heads of

production

Alliance Atlantis:

래시아 코닐로

트레이시 스워드

production 

co-ordinators

엘리자베스 세니

포테친

Natural Nylon:

키티 스탠브룩

production

manager

마이클 맥도날드

location manager

데브라 비어스

assistant directors

월터 개스파로빅

페니 차터

커스틴 맥린

카산드라 크로넨버그

post production

supervisor

로리 워터스

casting

다이어드레 보웬

script supervisor

더그 로츠스타인

camera operator

피터 서취츠키

digital visual

effects

토이박스, 토론토

visual effects 

supervisor:

데니스 버라르디

visual effects 

co-ordinator:

조사 리 포터

executive producer:

앤디 사이크스

lead 3D animator

creature:

짐 루서포드

3D animators:

레이먼드 게링거

데렉 그림

마이크 만자

제시 머디

랄프 세바즐라인

disital effects

composition:

알렉스 부스비

제프 캠벨

마크 골드버그

롭 가이오르기

폴 리그

additional

scanning:

켄 엘리옷

disital film

supervisor:

마이크 엘리스

motion control

토이박스, 토론토

motion control

specialist:

제리 앤드류

motion control

producer:

마이트 엘리스

camera operator:

숀 메이어

motion control

supervisor:

토니 윌리스

production 

co-ordinator:

에 리 왕

visual/special

effects supervisor

짐 아이삭

art director

타마라 드브렐

set decorator

엘리노어 로즈

갤브레이드

key scenic artist

존 배니스터

scenic artist

자넷 코맥

더그 레니

스콧 도내스

브래들리 맥킨니스

말일라 로이츠

캐롤 로드

costume 

데니스 크로넨버그

costume

supervisor

브렌다 길스

make-up

supervisor

make-up

artist:

쇼나 자부

special make-up/

creature designer

스티븐 듀피스

creature effects

supervisor

켈리 렙코위스키

special

effects/creature

effects

technicians

데니스 포릭

라이언 니콜슨

프란시스 제임스

팀 립스톤

알리사 브룩스

알렉스 래버릭

에반 페니

브랜든 크로넨버그

숀 샌섬

데이먼 비숍

존 잭슨

짐 라이츨

빠뜨리스 자끄

데이빗 러브데이

제이 맥클레넌

패트릭 테너스콘

floor effects

마이클 카바노

워렌 애플비

다니엘 화이트

hair stylists

메리 루 그린

레진 고데레

opening title

design

쿠파 코피 애니메이

션, 토론토

executive producer:

아담 샤힌

designer:

롭 필리쵸스키

assistant designer:

마가렛 리

producer:

마를렌 슈미트

compositor:

존 콜드릭

AXYZ

end credits

필름 이펙츠

theremin

라디아 카비나

music editors

수잔나 페릭

댄 에반스 파커스

associate:

낸시 알렌

recording

engineer

딕 르위지

synclavler

programmer

로버트 코트느와르

auricle operator

크리스 코젠스

mixer

하워드 쇼어

technical

consultant

브루스 버차난

sound mixer

렌 고띠에

supervising

dialogue editor

웨인 그리핀

dialogue editors

존 랭

마크 깅그래스

supervising

effects editor

데이빗 에반스

effects ediors

톰 뷰엘릭

폴 시카타

ADR

recordist:

에릭 앱스

mixer:

에드 콜리어

editor:

마크 깅그래스

foley

artists:

앤디 말콤

고로 코야마

mixer:

토니 반 덴 애커

론 멜리저스

stunt co-ordinator

알리슨 라이드

gun wrangler

존‘프렌치’버거

animal wrangler

제인 콘웨이

cast

제니퍼 제이슨 리

Allegra Geller

주드 로

Ted Pikul

이안 홀름

Kiri Vinokur

돈 멕켈러

Yevgeny Nourish

칼럼 키스 레니

Hugo Carlaw

사라 폴리

Merle

로버트 A 실버만

D’Arcy Nader

크리스토퍼

엑클레스톤

Levi, seminar

leader

윌리엄 데포

Gas

오스카 슈

Chinese waiter

크리스 렘쉐

Noel Dichter

빅 샤헤이

male assistant

커스틴 존슨

female assistant

제임스 커츠너

Landry

발라츠 쿠스

male volunteer

스티븐 벨딩

female volunteer

게리 퀴 리

trout farm worker

96분

캐나다/ 국

1999년 제작

엑시스텐즈
eXistenZ

데이빗크로넨버그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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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차세 게임이다. 그러나 엑시스텐즈

에 막 다운로드하려는 순간 알레그라는 반 게

임세력이보낸자객에게공격을받는다.

알레그라는크지않은게임회사직원테드

피컬의구조를받는다. 그들은현상금을노리

는 추적자들을 피해 계속 도망치지만 알레그

라는자신의신변보다게임의이상유무를더

걱정한다. 그녀는게임에이상이없는지확인

하기 위해 테드에게 자신과 엑시스텐즈를 해

보자고사정한다. 처음엔겁에질려거절하던

테드도결국그녀의말에따라바이오포트시

술을 받는다. 시술을 해준 주유소 직원 가스

는 그러나 알레그라를 노리는 추적자로 밝혀

진다.

두 사람은 알레그라의 동료들이 있는 스키

리조트를 찾아 테드에게 제 로 된 바이오포

트를 뚫은 뒤 겨우 엑시스텐즈를 시작한다.

둘은 함께 피와 폭력이 난무하는 게임 플롯

속을 여행한다. 게임은 게임 밖 현실과 종종

맞물리며점차복잡해진다. 결국지금까지벌

어진 일들은 모두‘트랜센던즈’란 게임이었

음이 밝혀진다. 알레그라도, 테드도, 기타 지

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게임 플레이어

던 것. 반 게임 세력이 트랜센던즈의 디자

이너예브게니노리쉬를포위하자, 그는겁에

질려“이건 또 다른 게임인가요?”라고 묻는

다. 그들은 답하지않는다.

지금까지크로넨버그 화에 가장 덜 적

용된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재미있다’

와‘귀엽다’다. 이 암담한 상황은 <엑시

스텐즈>에서도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우선, ‘재미’부분. 다양한 층위의

현실을 형이상학적으로 왔다갔다함에

도 불구하고 <엑시스텐즈>는 여러 가지

면으로극히평범한엔터테인먼트다. 줄

거리상이평범함은게임디자이너알레

그라 겔러의 환타지 취향에 기인한다

(아니, “알레그라 겔러”를 만들어낸 트

랜센덴즈 디자이너의 환타지 취향이라

고 봐야 하나?). 알레그라 겔러는 바이

오 테크놀로지에는 도사인지 몰라도 근

본적으로는 포장만 새롭지 뻔한 환타지

에 빠져 있는 인물이다. 모험을 즐긴다

고는 하지만 그녀가 어린 시절을 B급

화와 제임스 본드 시리즈, <어벤저>

등에빠져보냈다는증거는도처에서발

견되며, 결국 말 한마디 제 로 못하고

소심한 현실의 자신을 상상 속에서나마

자신만만하고 섹시한 액션 히로인으로

바꿔놓으려는 욕망이 바로 그녀의 게임

인 것이다. 그래도 제니퍼 제이슨 리는

알레그라를 상당히 공감이 가는, 온통

암호나캐리커처에불과한등장인물천

지인 이 화에서 그나마 가장 살과 피

가 느껴지는(이게 반 말이 맞다면) 캐

릭터로만들었다.

다음으로, ‘귀엽다’부분. 어느 장면

에선가알레그라는머리가둘달린깜찍

한 양서류(디즈니 화에서라면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를 발견하고 미소

를 짓는다. 몇 년 전「인디펜던트」지는

독자들에게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감

독- 화 쌍을 만들어 보라는 설문을 했

는데, 여기서 바로‘데이빗 크로넨버그-

<내셔널 벨벳>’이 상을 탔다. 크로넨버

그도아마그것을보고아이디어를얻은

모양이다. 불쌍한양서류는문자그 로

끈끈한 최후를 맞는데,  그것을 빼고 나

면 <엑시스텐즈>는 부분 전형적인 크

로넨버그 화 또는 (좀더 적 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크로넨버그 화

를 철저히 짜집기한 화다. 하워드 쇼

어의 장중하고 우울한 스코어에 침침한

조명, 말장난을 하는 듯한 이름들, 거기

다 픽션의 세계를 몰래 엿본다는 설정(<

네이키드 런치>)과 위험할 정도로 매혹

적인 차세 오락이란 모티브(<비디오

<엑시스텐즈> 제니퍼 제이슨 리, 주드 로

드롬>), 바이올로지와 테크놀로지의 결

합(<크래쉬> 등), 몸에 손을 는 행위

에 담긴 에로틱함(열외인간 등), 그리고

(절 빠지지 않는 요소로서) 차고 넘치

는역겨움.

<엑시스텐즈>에서 역겨움의 수위는

엑시스텐즈 세계 속에 있을 때 가장 높

아진다. 특히 게임의 복잡미묘한 진행

결과알레그라와테드가도살장겸실험

실의 노동자로 일하게 될 때 그 극치를

볼 수 있다. 거기서 사람들은 바이오테

크놀로지 연구에이용될개구리와도마

뱀을 개복하고 난자하며, 점심은 악몽

같은중국식레스토랑에서해결한다. 테

드는 거기서‘오늘의 특선’을 주문하고

서빙되어 나온미끌미끌하고역겨운생

물을 토막내 쪽쪽 핥아먹은 뒤 남은 뼈

로 이빨을 장전하게 되어 있는 총기(오

프닝 씬에서 알레그라를 공격한 무기)

를조립한후어금니를발사해웨이터를

살해한다. 신세 관객들은 아마 이

목에서‘저 바이오포트, 꽤 괜찮은걸’

하고생각하게될것이다.

<엑시스텐즈>는 그러나 게임처럼 백

퍼센트 몰입은 안 돼도 많은 팬을 확보

하고 있는 다른 오락, 예를 들어 화에

몰두하는 다른 관객에게도 게임 매니아

들에게만큼 어필할 수 있다. 한바탕 오

락으로서 <엑시스텐즈>는 충분히 신나

고 재미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결코 얻

을 수 없는 극단적 스릴을 만끽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에 부응하는(그것도

약 두 시간 가량 계속돼야 하는) 절

오락으로서는(왜냐하면 <엑시스텐즈>

자신이 <엑시스텐즈>는 하이퍼리얼 스

토리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아직도 한

참멀었다.

<엑시스텐즈>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

리 모두가 척추에 구멍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공상이주는달콤함을찾아기

꺼이현실을 떠나버릴지모른다는암시

로 공포감을 조성하려 한다. 화는 이

런헉슬리적경고가먹히도록최선을다

한다. 그러나 <엑시즈스텐즈>는 모두가

현실을기꺼이버릴정도로환타지월드

를 신나고 멋지게 묘사하지 못했다. 크

로넨버그는 <엑시스텐즈>의 아이디어를

살만 루시디를 인터뷰하면서 얻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본지 다른 페이지에서

킴 뉴만이 지적한 것처럼 <엑시스텐즈>

는 필립 K 딕의 소설과 더 많은 유사점

을 갖는다. 그러나 존재론적 불안을 절

묘하게 포착한 필립 K 딕의 작품에 비

하면 <엑시스텐즈>는 재미는 있지만 별

볼일 없는 화다. 너무 으스댔고, 너무

오만했다.

KEVIN JACKSON

SIGHT & SOUNDc

distributor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producers

존 피터스

배리 소넨필드

screenplay

S S 윌슨

브렌트 매독

제프리 프라이스

피터 S 세만

story

짐 토마스

존 토마스

director of

photography

마이클 볼하우스

editor

짐 러

production

designer

보 웰치

music 

엘머 번스타인

production

companies

워너 브라더스

피터 엔터테인먼트

소넨필드-요셉슨

프로덕션

토드만, 사이먼, 

르마스터스 프로덕션

executive

producers

빌 토드만 주니어

조엘 사이먼

킴 르마스터스

트레이시 레이서

배리 요셉슨

co-producers

그레함 플레이스

두그 로다토

associate

producers

네리 카일 타넨바움

크리스 솔도

production

associate

브라이언 매니스

production 

co-ordinator

다렌 힉스

unit production

managers

그레함 플레이스

2nd unit:

가브리엘라 바즈케즈

location

managers

로비 골드스타인

데이빗 카우프만

post-production

supervisor

루스 카바나우

2nd unit directors

테리 레오나드

에릭 브레빅

assistant directors

크리스 솔도

데이빗 벵하우스

에릭 티그니니

케이티 캐롤

2nd unit:

더 라스 온스타인

조지 밤버

도날드 머피

데이빗 하이만

도디 루벤스타인

script supervisors

매리 베일리

2nd unit:

페이션스 쏘레슨

casting

데이빗 루빈

로나 크레스

2nd unit director

of photography

빌 포프

데이빗 던랩

레이몬드 스텔라

척 슈만

director of aerial

photography

데이빗 노웰

camera operators

다니엘 골드

스티븐 St 존

2nd unit:

토니 가우디오즈

미첼 아문센

그렉 스미스

steadicam

operator

스티븐 St 존

visual effects

supervisor:

에릭 브레빅

producers:

카렌 머피

제클린 로페즈

special visual

effects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 매직

animation

supervisor:

니 고든 테일러

visual effects

associate

supervisor:

파블로 헬만

visual effects 

co-supervisor:

에드워드 허쉬

visual effects

associate producer:

빅키 엥겔

visual effects art

director:

알렉스 재거

computer graphics

supervisor:

스티브 브랙스

CG sequence

supervisors:

하이든 랜디스

헨리 프레스톤

존 헬름스

lead R&D

technical

supervisor:

그레이그 햄맥

technical

supervisors:

제프리 베네직트

케이트 최

나타샤 데바우

톰 페제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WILD WILD WEST

배리소넨필드감독



1869년 미국 서부. 미군 특수 장교 제임스

웨스트는 무기를 거래하고 과학자들을 납

치한혐의로전남군장군맥그라스를뒤쫓는

다. 그는 연방 보안관 아르테무스 고든 역시

맥그라스를 수배중임을 알게 된다. 맥그라스

가 뉴올리언스로 도망치자 워싱턴으로 돌아

온 두 사람은 율리시스 그랜트 통령으로부

터함께행동하라는명령을받는다.   

뉴올리언스에서 두 사람은 맥그라스의 배

후에 남북 전쟁 당시 남군으로 복무하다 다

리를 잃고 미합중국의 전복을 기도하는 천재

알리스 러브레스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전쟁

당시 그는 자신이 만든 탱크로 해방된 노예

들이 세운 일리노이의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

다(희생자 중에는 웨스트의 가족도 있었다).

새 기구를 실험하기 위해 맥그라스와 부하들

을 죽인 그는 이제 유타주에 있는 그랜트

통령을 없애기 위해 서부로 떠난다. 웨스트

와 고든, 그리고 러브레스에게 아버지를 납

치당한 미모의 여인 리타는 함께 그 뒤를 쫓

는다. 웨스트와 고든은 러브레스에게 두 번

이나 생포되지만 힘을 합쳐 탈출하고 하늘을

날으는 원반과 로봇, 거미 기계에 맞서 싸운

다. 마침내 그들은 러브레스를 무찌르고

국 및 멕시코, 스페인 등과 미국을 분할하려

던 그의 음모를 분쇄한다. 리타는 러브레스

에게 납치된 (아버지가 아닌) 남편과 재회한

다. 웨스트와 고든은 미합중국 정보부 최초

의요원으로기록된다.    

베리 소넨필드를 유명하게 만든, 입이

벌어지는 비주얼 이펙트와 교묘한 카메

라워크로 무장한 <와일드 와일드 웨스

트>는 주인공 윌 스미스의 숨길 수 없는

매력과스타일로승부한다. 그러나단순

히 재미를 보기 위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크레딧을보면이 화의스토리와각본

에는 무려 여섯 명이 투입되었다. 하지

만 그들 중 누구도 웨스트와 고든이 주

고받는 유치한 호모에로틱 뉘앙스의 실

랑이나흑인인웨스트와다리없는러브

레스가 주고받는 썰 한 모욕성 농담

(“너무 어두운걸”러브레스가 느릿느릿

말하자 웨스트는 자못 걱정된다는 듯

“그럼, 내 다리가 잘려나가도 모르겠군”

하고 쏘아붙인다)을 구제할 순 없었다.

소넨필드 화가 늘 그렇듯이 여기서도

베스트조크는비주얼이나, 그것도역시

내용은 없다. 강아지가 주인인 죽은 맥

그라스의그의곁에서보청기를갖고장

난을 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라

곤‘감독이심심했군’하는것뿐이다.

윌 스미스는 언제나와 같이 유들유들

반테스

Rita’s husband

제리 포터

George Washington

크 스크리바

guard

마이클 심스

Morton

105분

미국 1999년 제작

크리티안 파우처

폴리 잉

힐마 코흐

사라 매튜

제이슨 로슨

폴 샤프

크리스타 스타

R 크리스토퍼 화이트

린디 윌슨

compositing

supervisor:

제프 도란

compositors:

미미 아버스

리아 안톤

캐슬린 빌러

바바라 브렌난

그레이디 코퍼

브라이언 콘론

제이 쿠퍼

데이빗 푸어러

브라이언 하나블

션 맥켄지

캔디스 스콧

크레이그 심스

캐더린 테이트

수잔 윅스

로니 윌리암스

주니어

딘 유르크

lead Tarantula

animators:

스콧 벤자

존 잔키위츠

animators:

헤더 나이트

줄리 넬슨

스티브 니콜스

톰 St 아맨드

스콧‘허크’위츠

digital timing

supervisor:

케네스 스미스

visual effects

editor:

마이클 리슨

visual effects 

co-ordinators:

진마리 킹

다니엘 브리머

C 존 벤슨

3D matchmove

artists:

래니 서낵

웬디 헨드릭슨-

엘리스

니 모로우

존 위스난트

digital paint/roto

artist:

하이디 자빗

lead digital

painter:

패트릭 자비스

digital paint/rotor

artists:

켈리 피셔

뎁 하우트

자체리 서만

마이크 반 에프스

에린 웨스트

로렐 우즈

lead Tarantula

viewpaint artist:

브리젯 구드만

viewpaint artists:

토니 섬머스

엘버트 연

digital matte

artists:

이보 호바트

크르트 카우프만

빌 마더

밥 시포

마크 설리반

film scanner

operators:

조슈아 핀스

마이크 엘리스

토드 미첼

digital plate

restoration:

캐트리나 스토볼드

래드 맥파틀랜드

CG technicians:

서니 데일리

매트 데이비스

나탈리 조코빅

매트 블랙웰

project supervisor:

데이빗 드라니츠케

visual effects

director of

photography:

킴 마크스

practical effects

supervisor:

조프 헤론

effects technicians:

데이브 헤론

롭 클롯

프랭크 타란티노

supervising model

makers:

지오바니 도노반

로버트 에드워즈

피터 론자니

마크 벅

페기 레스타

additional visual

effects

시네사이트

special effects

supervisor

마이클 란티어리

special effects

돈 엘리오트

마이클 팔라볼리타

2nd unit:

톰 라이바

design consultant

렌 에이치슨

art director

톰 듀필드

set designers

패트릭 설리반

마야 쉬모구치

제랄드 설리반

마리코 브라스웰

set decorator

체릴 카라식

custume designer

데보라 L 스콧

costume

supervisors

마리 그리마우드

폴 H  로페즈

make-up

key artist:

휘트니 L 제임스

artists:

테레사 오스틴

로빈 뷰체스네

주디 머독

2nd unit:

크리스티 뉴퀴스트

special effects

make-up

designer/creator

릭 베이커

시노베이션/

릭 베이커 크루

shop foreman:

빌 스터전

administrator:

제프 스틸

make-up artists:

랜스 앤더슨

켄 디아즈

McGrath make-up:

에드 헨리케즈

Grant costumer:

클레어 프레윈

key hairstylist

마틴 사무엘

hairstylists

루시아 메이스

2nd unit:

앨리시아 트리피

main titles

이메지너리 포시스

titles/opticals

퍼시픽 타이틀/

미라지

additional music

score

피터 번스타인

orchestrations

에 리 A 번스타인

music editors

캐시 더닝

패트리시아 카린

score engineer

단 왈린

soundtrack

“Wild Wild West”

by Stevie Wonder,

Will Smith,

Mohandas Dewese,

performed by Will

Smith featuring

Dru Hill and Kool

Mo Dee, includes

samples from “I

Wish”performed

by Stevie Wonder

“Bailamos”by

Mark Taylor, Paul

Barry, performed

by Enrique Iglesias

choreography

린 혹크니

모니카 가이

sound design

존 포스피실

존 파살

유진 기어티

sound mixer

피터 컬랜드

re-recording

mixers

케빈 오커넬

그렉 P 러셀

supervising sound

editors

스킵 리브세이

로비 맥스톤

dialogue editors

놈 맥레오드

로리아 알레산드로

카렌 스파겐버그

데이브 아놀드

수하일 캐피티

sound effect

editors

션 간하트

크레이그 버키

도날드 플릭

존 토마스

데이브 그리말디

렌필드 레인

블레이크 레이

루이스 골드스타인

해 튼 스털링

솔랑지 슈왈베

ADR

mixer:

토마스 J 오커넬

supervising editor:

유노 J 엘리스

editors:

데니스 호타

스티븐 자니즈

닉 코다

foley

artist:

마코 코스탄조

단 오코넬

존 쿠치

mixers: 

조지 라라

짐 애쉬윌

supervising editor:

벤 체아

editors:

제니퍼 랄스톤

프랭크 컨

캠 찬

빅토리아 마틴

매튜 해리슨

post-production

technical

consultants

톰 링고

stunt co-ordinator

테리 J 레오나드

아티 말레시

필립 탄

train co-ordinator

제임스 클라크

head wrangler

루디 우 랜드

cast

윌 스미스

James West

케빈 클라인

Artemus

Gordon/President

Ulysses S Grant

케네스 브래너

Dr Arliss Loveless

샐마 헤이엑

Rita Escobar

M 에밋 왈쉬

Coleman

데드 레빈

General McGrath

프레데릭 반 더 왈

Amazonia

무세타 밴더

Munitia

소피아 엥

Moss Lippenreider

바이 링

Moss East

가르셀 뷰바이스

girl in wator tower

마이크 맥가이

big reb

제리 윌스

other reb

로드니 A 그랜트

Hudson

벅 테일러

eye-crossed reb

E J  칼라한

Mr Pinkerton

데브라 크리스토퍼슨

Dora lookalike

제임스 라쉴리

reb 1

딘 레더-두발

reb 2

크리스티안 우버트

French dignitary

오레스테스 마타세나

Spanish dignitary

이안 아버크롬비

British dignitary

이스마엘‘이스트’

칼로

Mexican dignitary

밥 럼녹

Whitehouse aide

칼로스‘게리’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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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력으로 스크린을 누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할이 그에게 미달했다. <와

일드 와일드 웨스트>는 흑인인 웨스트

가 노예제가 폐지된 지 불과 몇 년 안에

어떻게 노예로부터 지루한 역사책을 소

리 높이 읽는 고상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백보 양

보하여 소넨필드와 여섯 명의 각본팀이

구구한설명을싫어했다치더라도, 웨스

트란 인물의 개연성이나 목적 의식(이

런 것은 아주 강해 보이는데)마저 무시

한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관객은 그

런 것을 알고 싶어할지 모른다는 생각

따윈떠오르지도않았음에틀림없다. 

고든 역의 케빈 클라인은 훨씬 더 실

망스럽다. 재능있는 배우임은 분명하지

만 케빈 클라인은 <와일드 와일드 웨스

트> 같은 카오스적 스펙터클에 요구되

는 몸을 쓰는 코미디언은 아니다(그는

잠깐 나온 그랜트 통령 역으로 훨씬

잘 어울렸다). 그래도 이국적인 블랑셰

두보아 악센트에 공들여 기른 수염을

자랑하는 케네스 브래너는 그런 로 즐

거워 보인다. 러브레스 역의 그는 <와일

드 와일드 웨스트>에서 연기 따윌 시도

해봤자 우스꽝스러워질 뿐이라는 것을

잘 안 것 같다. 살마 헤이엑은 입고 나

오는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화에서 그녀

는 그것 말고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 각본이니 연기니 하는 토

론은 무의미하다. 녹색과 금색이 섞인

뉴올리언스 맨션의 벽지나 가히 압도적

인러브레스의증기기관거미의브리지

에 있는 정교한 난간 등 보 웰치의 탁월

한프로덕션디자인이각본에없는위트

와 재담을 모두 보상하기 때문이다. 소

넨필드와 제작진은 65년에서 68년에

방송된 황당한 쥴 베르느 풍 텔레비전

시리즈를빅스크린에훌륭히재생했다.

소넨필드는 창의력 넘치는 크레딧 시퀀

스(셀지오 레오네와 초기 본드 화를

믹스한)와 온갖 장치가 선보이는 신나

는 클라이막스를 선사한다. 이런 것이

바로 소넨필드를 90년 헐리우드의 가

장 잘 나가는 감독으로 만든 특징이다.

그런점에서한편그의출신이드러나기

도 한다. 코엔 형제의 촬 감독으로 보

낸 훈련 기간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두

형제에게서 배운 테크닉과 장르에 한

매혹만 간직하고 캐릭터를 연출하는 그

들의천재성은잊어가고있기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배우를 디자

인요소로만취급하지는않았을텐데.      

ANDREW O’HEHIR

SIGHT & SOUNDc

distributor

올리브 커뮤니케이션

producers

리니스 머레이

리차드 홀름

screenplay

커크 존스

director of

photography

헨리 브라함

editor

알란 스트라찬

production

designer

존 엡덴

music 

쇼운 데이비

production

companies

톰보이 필름

그루버 브라더스

메인스트림 S A 

보나파르트 필름

아일 어브 맨 코미션

앤 오버시 필름그룹

까날 프러스

executive

producer

알렉산드레 헤일렌

co-executive

producer

스티븐 마골리스

co-producer

닐 펩로우

associate

producer

미아라 마텔

co-associate

producers

케이스 헤일리

마크 에즈라

production 

co-ordinator

버니스 데일

location manager

필 게이츠

assistant directors

마크 고다르

닐 투오히

클레어 피버디

script supervisor

페니 아일스

casting

로스 휴바드

존 휴바드

camera operator

스테판 스탠코프스키

special visual

effects

필름

visual effects 

supervisor:

칼 문니

producer:

제넷 볼루모

co-ordinator:

마틴 홉스

editorial

supervisor:

조디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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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존스감독

CG supervisor:

알리슨 리프

lead compositors:

이안 플럼브

안드리아 솔레

3D animators:

앤디 카인드

이보 미들톤

마이크 페리

팀 자케오

자콥 슈미트

film recording

technician:

팀 카플란

special effects

supervisor:

봅 홀로우

operators:

아담 홀로우

사이몬 데이비스

art director

마크 태너

costume designer

로시 핵케트

wardrobe

supervisor

마지 포춘

make-up

chief artist:

앤 올드햄

artist:

노라 로버트슨

titles design

나인티 세븐 플러스

opticals

피어리스 카메라

컴퍼니

musicians

guest singers:

리암 오마오니아이

리타 코놀리

uileann

pipes/whistles:

리암 오마온라이

chorus vocals

보이스 스쾌드

프랜 맥파일

필 캘러리

제라드 쿨렌

콜름 오마온라이

orchestra

conductor

피아크라 트렌치

orchestrator

쇼운 데이비

music editor

밥 해더웨이

music recording

engineers

어스틴 인스

빌 섬머빌-라지

music advisers

니콜라스 캐롤란

트래디셔날 뮤직

어치브 두블린

파이프 메이저

이아인

맥도날드

soundtrack

“The Parting

Glass”by/arranged

by Shaun Davey,

performed by Liam

O’Maonlai

“Fishermans

Blues”by Mike

Scott, Steve

Wickham,

performed by The

Waterboys

“The Golden

Goose”by Kirk

Jones, Maura O’

Malley, performed

by Maura O’

Malley

production sound

mixer

데이빗 크로지어

sound recording 

존 카살리

re-recording

mixer 

루퍼트 스크리베너

temp mix

이안 탭

sound editor

존 다우너

additional sound

editing

사라 모튼

dialogue editor

마이클 페인버그

ADR

footsteps recordist:

알란 스넬링

foley

artist:

잭 스튜

펠리서티 코트렐

footsteps recordist:

알란 스넬링

stunt co-ordinator

앤디 브래드포드

helicopter pilots

앤드류 로리타니

케이스 톰슨

cast

이안 배넨

Jackie O’Shea

데이빗 켈리

Michael O’Sullivan

피오눌라 플래나간

Annie O’Shea

수잔 린치

Maggie

제임스 네스비트

Pig Finn

애드리안 로빈슨

lotto observer

모라 오말리

Mrs Kennedy

로버트 힉키

Maurice O’Toole

패디 워드

Brendy O’Toole

제임스 리랜드

Dennis Fitzgerald

핀탄 맥케오운

Pat Mulligan

에일린 드로미

Lizzy Quinn

키티 피츠제랄드

Kitty

더모트 케리간

Father Patrick

지미 케오그

Ned Devine

브렌단 F 뎀시

Jim Kelly, lotto

man

매튜 데비트

Tom Tooney

레니 캠벨

Rennie

에몬 도일

Dicey Riley, the

fiddleman

레이몬드 맥코맥

the whistler

래리 랜달

father Mulligan

짐 애쉬포드

앤 맨크로프트

루이스 찰스 바함

콜린 벤달

도도 빅커다이크

조이 버니

제임스 비숍

피터 브래드포드

스티븐 버크

데릭 부시

노만 케인

마가레트 케인

피터 캐롤

바바라 클래그

팸 코트네이 스미스

에드위나 크레빈

질 크루데이스

<웨이킹 네드> 데이빗 켈리, 이안 베넨



아일랜드, 툴리모어 마을. 재키 오시는 툴리

모어의52명주민중에아일랜드복권당첨자

가있다는것을알고아내애니와친구인마이

클과함께주민들을살피기시작한다. 재키는

복권을사는주민열여덟명을불러파티를연

다. 참석자는열일곱명. 그는파티에빠진네

드디바인이당첨자라는결론을내린다.

네드의집을찾아간재키와마이클은텔레

비전 앞에서 당첨 복권을 손에 쥔 채 쇼크로

죽어 있는 네드를 발견한다. 네드가 티켓에

사인을 해둔 것을 본 마이클은 자신이 네드

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와 마이클은 복권 위

원회에전화를건다. 

미혼모인매기는돼지를치는핀의청혼을

거절한다. 위원회에서나온직원은마이클에

게서 티켓을 회수한 후 며칠 뒤 마이클의 신

원이확인되는 로다시찾아오겠다고말한

다. 재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에

해 함구해 준다면 당첨액을 나눠 주겠다며

협조를 요청한다. 연로한 리지 퀸을 제외한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은 네드의 장례식 때

다시 방문한 복권 직원을 완전히 속여 넘긴

다. 장례식경야때매기는핀의청혼을수락

하고재키에게네드가아들모리스의아버지

음을 고백한다. 리지 퀸은 복권 위원회에

사기를폭로하려다사고로숨진다.    

오프닝을 장식하는 작곡가 숀 데이비의

로맨틱한 파이프곡에서 켈트의 안개가

내려앉은 신비로운 엔딩까지 <웨이킹

네드>는 철저히 시장 요소에 합한 작

품이다. 각본겸감독의커크존스는전

원풍의아일랜드이미지에익숙한미국

관객을 위해 화를 아예 맞춤 제작하

다. 배급사인 폭스사는 <풀 몬티>를

의식해서‘보고 나면 기분 좋은’ 화

를 만들라고 강조했다는데, <웨이킹 네

드>에는 어찌된 게 <풀 몬티>의 정치사

회적 함의도 빠지고 과장된‘아일랜드

성’을 커버할 나름의 극적 전개도 부족

해 보인다. <웨이킹 네드>가 총력을 기

울인 것은 전원이 살아있는 툴리모어

마을(스크린에만 존재하는 아일랜드의

극단적 형태), 그 자체다. 멀리는 존 맥

도나의 센티멘털한 러브 스토리 <윌리

라일리와 그의 콜린 본>(18)에서부터

빙 크로스비의 코미디 화 <톱 오브

더 모닝>(49), 그리고 최근의 <내 노래

를 들어라>로 이어지는 화 유산에 갇

힌 커크 존스는 노동 의지로부터 해방

된 듯 태평하게 술잔만 끌어안고 사는

노인들의외딴마을을보여준다.

화사상 툴리모어와 가장 가까운 곳

은 존 포드의 <침묵자 The Quiet

Man>(52)에 나오는 환상의 섬 이니스

프리다. 두 화 모두 극히 몰정치적이

며 이데올로기와 거리가 먼 작품으로,

둘 다 현 성의 침투(<침묵자>에서는

농 기계화, 여기서는 복권 추첨 기

계)를 오히려 그들만의 가치관을 재확

립할 기회로 삼는 마을을 등장시키고

있다. <웨이킹 네드>가 만섬에서 촬

되었다는사실은이런인위적공간감을

더욱강조한다.

이곳의 지역성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

다. 그래서 편모인 매기와 그녀를 쫓아

다니는 핀의 관계나 패트릭 신부가 매

기의 아들 모리스를 하는 태도처럼

조금이라도문제의소지가있어보이는

요소들은 철저히 코믹하게 연출되거나

아니면 (후자의 경우처럼) 아예 다뤄지

다만다. 화의핵심이라할재키와마

이클 관계(베케트의 노쇠하고 상호 의

존적인 커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을 연상시키는)조차 결말을 위한 거름

정도로만 취급되었다. 이안 배넌과 데

이빗 켈리는 좋은 연기를 보여주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배역은 3, 40년

를 풍미한 헐리우드의 성격 배우 배

리 피츠제랄드의 전문인 스테레오타입

아일랜드인(특히 만족스러운 듯 눈을

빛내며“이 시간은 살인이란 말을 하기

좋은 때지”같은 사를 할 때)에서 거

의달라진게없다.

커크 존스는 스타일 면으로는 숙련공

다운 솜씨를 보여준다. 그는 공중 쇼트

를가장잘다루어, 우리는푸른들판을

향해쏜살같이하강하는시원한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된다. 또 리지 퀸의 죽음

(파티 씬과 크로스커트되는)은 단순한

촬 양식에도 불구하고 < 부> 같은

강렬함을 자아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증된 관습에만 의존한 커크 존스는

메르세데스와앱솔루트보드카를팔때

처럼(그는 사치 앤 사치 광고 회사에서

일했었다) <웨이킹 네드>표 아일랜드를

팔고있다. 가장아쉬운것은로디도일

과 코너 맥퍼슨 같은 작가와 <사우스포

> 같은 최근 화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는데 그가 왜 하필이면 이미 예술

적으로결단난유행에편승했느냐하는

것이다.   

KEVIN MAHER

SIGHT & SOUNDc

테드 크루에이스

히더 다우스

조지 이기

질 포스터

수잔 히드슨

마가레트 호스필드

존 카이긴

스탠리 카란

우나 킹

앤 레이스

셜리 루니

앨릭스 모리

팻 오도노휴

게드 피어스

스텔라 픽스톤

제이스 풀린

찰리 리드

토마스 리더

존 스코트

재니 스미스

바바라 스토트

몰리 스토트-

머레이

무제이 테일러

조니 트위드

윌리암 퀴 리

브라이너 월커

villagers of

Tull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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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시작: 제14차 한미합동 훈련에 참여

중인잠수함장보고. 부함장이찬석은훈련도

중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군에 미사일을 발사

하려는 함장을 저지하던 중 그만 사살하고

만다. 군법 재판에 회부된 그는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형당한 줄

알았던찬석은상처의고통에눈을뜨고어딘

지 알 수 없는 곳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

게 된다. 방 안에 있던 202라는 번호표를 단

장교는 찬석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그

의 신분증과 가족사진을 태워버린다. 문을

알수없는그곳으로부터벗어나고자방을나

온찬석은비 도크에서핵잠수함유령과조

우한다. 어느새 그의 곁에 나타난 202는 유

령이 일본의 핵잠수함 개발에 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구소련에 준 차관 신 받은

핵잠수함이라고말해준다.

잠수함 유령의 존재는 물론 승조원들까지

비 에붙여져있는이곳에서는그누구도자

신의신상에관한이야기를하지못하도록되

어있다. 마찬가지로431이라는새로운이름

을부여받은찬석에게도이제과거란더이상

존재하지않는다. 유령의승조원들은모두지

상에서 신원이 사라진 사람들, 즉 살아있는

유령이다. 이전의 기록들은 모두 말소되었으

며, 그들의 존재는 단지 번호로 명시될 뿐이

다. 모든 것이 베일에 싸인 채 유령은 출항을

준비한다.

항해 첫날: 드디어 유령이 출항하고, 동해 비

기지를벗어나태평양 공해를향한항해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출항의 구체적인 임

무를장교들에게조차말하지않는 함장에

해 부함장을 위시한 장교들은 적잖은 의구심

을 표명하고 찬석은 함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느낀다.

항해 2일째: 교신이 두절되는 지역으로의 진

입을 앞두고 유령은 본국으로부터 마지막 통

신문을받는다. 사령실에는묘한긴장감이흐

르고, 조용히 함장의 방으로 불려간 찬석은

핵미사일발사키를건네받는다.

항해3일째:부함장202의주동하에장교들

은함장을살해하고반란을일으킨다. 함내의

어수선한분위기를느낀찬석은사령실로 급

히달려간다. 함장의갑작스런죽음에의문을

표명하며수사를위해사체를내놓을것을요

구하는 찬석에게 202는 반란을 기도했음을

순순히 시인하며 이번 항해가 유령의 자폭을

위한것이었음을밝힌다. 열강의압력에굴복

한 정부가 유령을 공해상에서 자폭시키기로

결정하 던 것. 결국 이들은 함내 곳곳에 시

한폭탄을장착한채무덤을향해마지막항해

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는 수난으로 얼

룩진 한반도의 역사와 여전히 열강의 꼭두각

시에 불과한 정부에 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는 일본에 한 공격 계획을 알려주며

찬석에게핵미사일을키를 내놓고동조할것

을 권유한다. 하지만 함 내의 이상 기류를 느

낀 찬석은 이미 열쇠를 숨긴 상태. 202는 찬

석에게보란듯일본잠수함에어뢰를발사해

전쟁을선포한다. 조리장이열쇠를갖고있음

을알게된202는다급해진조리장이열쇠를

삼켜버리자수술을지시한다. 그러나일본잠

제작

차승재

제공

김승범

각본

장준환

봉준호

구성주

프로듀서

김선아

촬

홍경표

조명

서정달

편집

고임표

음악

이동준

연출부

윤순용

윤정신

조수경

박상준

고석진

은지희

스크립터

이종은

촬 부

박용수

조명

오경완

피승아

조명부

이은수

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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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형

정호인

정진관

믹싱

블루캡

동시녹음

김경태

미술

황인준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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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컴퓨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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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국

양홍삼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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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욱준

의상코디

박정원

특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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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홍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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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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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교

박길수

정보장교

우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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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업

항해사

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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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포웨트테스트가차지하는비중

만 살펴보아도 이점은 금방 드러난다.

미니어쳐 촬 , 컴퓨터 그래픽, 세트 작

업, 폐된 좁은 공간에서의 액션, 심해

의사운드디자인에이르는교본도없이

테스트만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선체의

바깥 공간은 그야말로 한국 화가 보유

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이미지의 가능

태를실험하는장인셈이다.

이처럼 유령의 바깥이 한국 화에서

언제나 아킬레스건이었던 SFX와의 한

판 승부 다면, 유령의 선내, 좁디좁은

폐공간은잠수함 화라는공간적컨

벤션의 폐쇄성에 갇힐 수 밖에 없는 내

러티브가 어떻게 새로이 구축될 것인가

에 한 고민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물

구도를통해뚜렷히드러나는데, 세상의

욕을 모두 맛본, 이제는 노쇠한 함장

과 반란을 꾀하는 부함장 202, 그리고

재반격을 시도하는 새로운 세 이찬석

은 부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사회

에 한알레고리가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장르적 시도 사이로

어느덧 이곳의 현실이 슬그머니‘유령’

처럼 끼여들면서 심해와 폐공간 속에

서뿜어져나오는장르 화의엑스터시

에 한기 를 화는가차없이저버린

다. 민병천 감독은 동일한 장르의 전범

들과차이를지니기위해의도적으로한

국의 현실을 끌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

화의시작과끝은더없이어둡고우울

하다. 화는 이미 천장 가까이 물이 차

오른 잠수함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찰나의 회상으로 말문을 연다. 그래서

화를지배하는심해는마치악몽을꾸

는 듯하고카메라가실내로옮겨오면서

악몽은 현실로 전이될 뿐이다. 죽어서

바다에 떠있는 찬석의 내레이션으로 마

감되는 화의결미는 화의시작과순

환구조를이루며끝나지않는악몽의

겁의회귀를완성한다.

202와 이찬석의 인물 구도는 장르로

부터 파생되는 쾌감으로부터 화가 벗

어나는지점을가리킨다. 민족의자주권

을 위해 핵무장을 주장하는 202와 시기

상조라는의견을가진이찬석은 립구

도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

본적으로 냉전주의자이다. 그래서 <유

령>은 과거와 미래, 평화 공존주의와 극

우 민족주의자 간의 립이라기보다는

이찬석이라는 주인공이 202라는 인물

에 심정적으로 동화, 이해하게 되는 과

정을그린다.

<유령>은 여전히 장르 화에 있어 적

의 존재는 가장 유효한 장치일 수밖에

없는가라는생각이들게끔한다. 냉전의

논리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한, 북쪽의

살진 돼지나 사나운 늑 들로 묘사되던

북한과소련이효력을상실한지금구태

여 찾아낸 우리의 적은‘쪽발이’일본이

다. 그럼으로써 <유령>은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골머리를 앓던 헐리

우드가 고심 끝에 찾아낸 세계의 적이

(정작 핵을 앞세워 주권을 찾고자 하는)

북한과 제3세계의 테러 집단인 것과 동

일한 전략을 선택한다(하긴 헐리우드는

최근의유고내전으로호적수를다시얻

긴 했지만. <피스 메이커>와 새로이 등

장하는 007 시리즈를 한번 보라). 다같

이일치단결하여무찔러야할적을상정

함으로써 강력하게 역설되는 이 기이한

민족주의는정작그상 인일본의군국

주의와 닮은 꼴이다. 더군다나 힘의 논

리로 무장한 핵인 마당에야 무슨 할 말

이 있겠는가. 화가 지닌 모순의 극점

은 핵미사일의 목표가 오키나와라는 설

정이다. 일본에 흡수된 토, 그리하여

언제나 스스로 일본으로부터 멀어지고

자 하는 오키나와를 일본이라는 열강의

표성을 지닌 지역으로 설정하 다는

사실은아이러니컬하지않을수없다.

처음의전제로돌아가아쉬운점은새

로운 화에 한면 한준비와시도에

도 불구하고 화가 지속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다지도 지나간 구시

를연상시킬수있을까라는사실이다.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다가 희생당한

찬석의 아버지에 한 기억이 끊임없이

등장하는것처럼진짜유령은이곳을배

회하고 있는 죽은 아버지의 유령, 바로

독재자의 망령이 아닐까? 민병천 감독

스스로인터뷰에서밝힌이 화에서그

리고자 한 이미‘죽은 자’찬석의 바람

은진정무엇이었을까?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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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함이 미사일로 반격을 시도하자 이에 맞서

기위해급히키가필요해진202는직접조리

장의 배를 가르고, 이를 모두 지켜본 찬석은

분노에치를 떤다. 일본잠수함을상 로 2차

교전이 벌어지고 이를 틈타 탈출한 찬석은

202에 한반격을시도한다. 이제202를상

로찬석은홀로사투를벌여나간다.

항해 4일째: 열쇠를 손에 넣은 202는 일본

전역에핵미사일을발사하려한다. 일본핵잠

수함이 유령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함 내에 설치된 시한 폭탄을 찾

아낸찬석은202를막기위해폭탄을터뜨린

다. 폭발의 굉음과 함께 유령의 곳곳이 침수

되기 시작하고, 사령실에서는 202와 찬석의

마지막 결이벌어진다. 일본잠수함에서발

사된 미사일이 유령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

는가운데202와찬석은각자죽음을받아들

인다.

심해 6백 미터. 깊디깊은 이곳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의 시선이 가 닿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곳, 사방이 뿌연 어둠뿐인 심연

속에 잠수함 한 척이 숨 죽인 채 항해하

고 있고, 그 안에는 지상에서 이미 지워

져버린사람들이탑승하고있다. 인지되

지 못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스스

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만 하는 잠수

함, 더 이상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

간들. 이곳은 온통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유령들로넘쳐나는세계이다.

「침묵의 함 」, <붉은 10월>, <크림슨

타이드>에서 보여지는 바다라는 폐

공간에서(무한히 드넓지만 동시에 어디

로도 갈 수 없는) 남성들의 육체와 두

뇌, 신념이부딪히며만들어내는엑스터

시를 시도한 <유령>은 철저한 기획 화

이다. 6년에 걸친 기획, 시나리오 작업

에 중점을 둔 사전준비 과정를 거친 한

국상업 화에서보기드문프로젝트이

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유령>은지난95년이래

7편의 화를 제작하면서 앞선 기획력

과프로듀서중심의제작으로새로운시

스템을선보인우노필름의현재주소일

것이다. 더불어 프리 프러덕션 과정에

역점을둠으로써비평과흥행에있어일

정수준의성공을동시에추구해온전략

을 고스란히 반 한다. 이와 같은 기획

력이 <유령>을 떠받치고 있다면 나머지

축은 장르 화와 테크놀로지이다. 여기

서장르는곧내러티브와새로운비주얼

이라는가능성을끌고들어온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이

것은테크놀로지에 한시험장이될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에

한예민한감각의소유자인민병천감독

과홍경표촬 감독이라는젊은피의수

혈은유효한것처럼보인다.

<유령>의 화화 프로젝트의 핵심이

자가장큰난적은바로심해, 그자체이

다. 이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공간

이다. 그런 점에서 SF 화의 우주 공간

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도 하다(엄청난

수압이지배하는공간을표현할수있다

는 말은 반 로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

간역시연출가능하다는사실을의미한

다). 심해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그야말

로 한국 화에 있어 이미지의 사각지

로 첫발을 내딛는 작업일 것이다. 공간

의 창조야말로 <유령>의 관건이었음을

이 화가세운몇몇촬 기록들은보여

준다. 9개월 간의 촬 기간과 103회에

이르는 촬 횟수는 실로 한국 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유령> 최민수, 정우성

c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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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귀모> 이성재, 김희선

자귀모
이광훈감독

진채별은 증권사에 근무하는 나한수와 사랑

하는 사이다. 그러나 나한수는 채별 몰래 자

신이 다니는 증권사 사장 딸 현주와 사귀고

있다. 나한수로부터바람을맞은채별은낙심

하여 길을 가던 중 업귀신들의 부추김으로

엉겁결에지하철로몸을날려자살을하게된

다. 업귀신들의인도를받아채별은자살한

귀신들의 모임인 자귀모에 가입한다. 비만을

비관하여 자살한 다이어티와 윤간을 당한 뒤

자살한원귀백지장, 지적이고사색적인남자

귀신 칸토라테스. 그리고 그들을 저승사자로

부터보호해주는물귀신등을만난채별은엉

겁결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으로서의 새로운

삶을시작한다.  

이승의 인연을 잊지 못하는 채별은 나한수

를 찾아갔다가 그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

고 현주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자신을윤간한남자들을하나씩찾

아죽이면서한을달래고있던백지장은채별

에게 복수를 제안하고 칸토라테스는 이승에

한 집착을 버릴 것을 충고한다. 채별은 칸

토라테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보다 백지장을

따르려 하자 다이어티는 채별에게 칸토라테

스의이력을들려준다. 의 생으로함께공부

하던 애인 은을 구하려다가 죽은 칸토라테

스는 자신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 다가 실패

한 은이 자책감으로 괴로워할 것이 걱정되

어 그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저승사자로서

의 임무를 포기하고 이승으로 내려와 자귀모

에들어온것.

저승에서는 이승을 어지럽히는 귀신인 백

지장과진채별의수배령이내린다. 채별은한

수에게 복수하러 나섰다가 저승사자 2에게

쫓기지만 칸토라테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

망친다. 그러나 칸토라테스가 저승사자 1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채별은 칸토라테스가

배신자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오해하고는 백

지장과 함께 한수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식을

엉망으로 만든다. 저승사자 2가 다시 추격해

오고 그 과정에서 백지장은 결국 저승사자 2

의즉결심판을받는다. 칸토라테스와함께식

장에서 빠져나와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간 채

별은때마침사고를당한엄마를따라병원으

로향한다. 칸토라테스는병원에서그토록찾

아헤매던 은을만난다. 칸토라테스와똑같

은상처로입원한채별엄마의수술을 은이

주저하자 칸토라테스가 옆에서 그녀를 응원

한다. 수술은 성공하고 채별은 저승사자 2에

게 붙잡혀 저승 감옥으로 끌려온다. 다시 저

승사자가 되어 채별의 사형을 집행해야만 하

는 운명에 처한 칸토라테스는 형이 집행되려

는순간채별을구출해함께도망친다. 

이제 채별과 칸토라테스는 모두 저승사자

에게쫓기는몸이된다. 그러나그때마침한

수와 현주가 타고 달리던 승용차가 전복하고

두사람이모두즉사한다. 다이어티와저승사

자 1이 나타나 한수와 현주의 몸에 칸토라테

스와 채별이 들어가도록 하고 한수와 현주의

혼을 칸토라테스와 채별의 혼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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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하여저승으로호송시킨다. 

전도유망한 젊은 남자, 성공을 향한 그

의 야망은 끝이 없어 결국 지고지순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자신을 총애하는 재

력가의 딸을 사귀기 시작하니, 우리의

순진하고 착한 여자 주인공은 아무 말

못하고홀로실연의아픔을달래지만결

국엔자상하고사려깊은남자주인공을

만나옛애인에게복수하고행복하게살

았다더라. 이미 익숙할 로 익숙하고

진부할 로 진부한 이야기지만 역으로

이런 고전적인 인과응보와 해피엔딩의

내러티브가 관객들에게 오히려 편안하

고 부담없는 화 보기를 가능하게 할

수도있다는점에이광훈감독은주목하

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기발하고 독창

적인 장르를 탐구하기보다는 그 익숙하

고 편안한 내러티브 속에서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만들어내며 멜로 장르의 경제

학으로 승부하려 한다. 스쿠르 볼 코미

디와 같은, 상반되는 개성을 가진 한 남

녀의 리드미컬한 신경전(<닥터 봉>)과

젊은남녀의트렌디한취향을좇는펜시

스타일(<패자부활전>)은 모두 이러한

동일한전략위에서그가선택한일종의

동어반복의 수사학이다. 이광훈 감독은

흥행에서 1승1패의 전적을 안고 세번째

화에서훨씬더획기적인작전을펼친

다. 귀신이야기. 그는 멜로드라마에 저

승의 공간을 접목시킴으로써 현실의 물

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환타지에로 나아

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SFX의 도

입은 안일하고 고답적인 내러티브 위에

화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장치다.

단순하고 감정이입하기 쉬운 스토리 라

인에 시각적인 기발함을 넣어주자는 전

략(물론그것은또한<자귀모>가자살한

귀신들이 벌이는‘패자부활전’임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은 낡은 것을 새

롭게 만드는 90년 테크놀로지의 표

적인변장술일것이다.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내러티브 위에

서 CG는 결국 <자귀모>의 미덕이며 한

계이자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그

러나이것은이광훈감독을난처한상황

에 처하게 하고 만다. CG를 화의 중

심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스스로가 화

감독에서 화 테크니션으로의 이동을

감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떤 장면도

스스로의 리듬이 아닌 테크놀로지를 통

한보충될효과를상상하며만들어야한

다는 의미인 것이다. 블루 스크린 앞에

서 촬 을 한다는 것은 배우에게 뿐만

아니라 고답적인 드라마를 만들던 감독

에게도 똑같이 난감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광훈 감독이 전작들에서 보여

준 멜로드라마의 내러티브 사이를 유연

하게비집고다니며만들어내던그아기

자기한 유머감각과 화적 리듬감은

SFX와의 숨바꼭질 사이에서 사라져 버

렸다. 화면 구도는 드라마와 SFX 사이

에서 중심을 잃고, 편집의 리듬은 둘 사

이에서애매한고리를만들었으며, 일상

속의 컨벤션과 우연적인 상황이 연속되

는가운데드라마는끝까지균형을찾지

못한다(이광훈 감독의 전작들에 한

호평은 드라마의 도감에 있었다는 사

실을기억하자). 

(비록 귀신 이야기라라고는 하지만)

인물들은 마치 트랜스포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나

타나고 또 갑자기 잊혀진다. 뿐만 아니

라 멜로드라마의 치명적인 결함은 <자

귀모>에도 그 로 연장되고 있다. 20

여성 관객에 타깃을 맞춘 듯 자살한 인

물들의 사연이라는 것이 강간과 실연

그리고 비만(남성사회에서 욕망의 상

으로서의 여성의 육체로 나아가지 못

함)으로 집중되고 자귀모의 유일한 남

자 귀신인 칸토라테스도 여성의 편에서

언제나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지키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곳에도 여전히 색

마들이 존재하고 겁탈은 여기서 여자들

에게 죽어서까지도 커다란 위협이 된

다. 그러니까 공포는 남성들의 성적 욕

망의 상으로서의 여성이 가지는 공포

이며, 분노는 자신의 성적 환타지를 깨

는 남성들에 한 공포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남성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통념화된 여성의 감성이다.

그러니까 <자귀모>는 남성의 짐작으로

구성된 여성의 세계다. 그것이 적나라

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필요 이상

으로 과잉하는 강간 장면과 정사 씬이

다(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

유가어디그뿐이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자귀모>는 (CG의 테크닉이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완

성도는 나무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세

련되고 이전까지의 어떤 한국 화보다

도 스펙터클하며 차별적인 분위기를 갖

고있는 화임에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자귀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화가, 테크놀로지가상상력을인도

하고(테크놀로지로 보다 자유로운 상상

력이 보장받게 되었다기보다는) 내러티

브 자체를 구성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화만들기와관련되어있다는것이다.

그러니까 <자귀모>는 디지털 테크놀로

지와 스펙터클이 한국 화의 토 에 점

착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작은 실험으로

서이야기되어야할것이다.  

장훈 기자

distributor

은정필름

producers

그 노달

페터 뵈

screenplay

폴 슬레딴느

조니 할베르그

director of

photography

크옐 바싸들

editor

폴 겐겐바흐

art director

카를 줄리위슨

music

요아킴 홀벡

production

companies

무미베이커스 AS

in collaboration

with

플림셀스카베트

아틀라스 A/S

노르스크 필름 A/S

supported by 

노르스크 필림인스티

튜트(군나르

스벤스루드)

노르디스크 필름 &

TV 폰드/노르스크

필름 AS

아틀라스 필름, 

무비인베스트

데트 단스케

필름인스티튜트

TV2 

production

managers

구드니 흄멜볼

카리나 브랫빅

unit production

manager

페터 뵈

location manager

매그너스 발

post production

manager

키르스티 마리

호이겐

casting

리브 산드빅

키예르스티 폴센

에바 이자크센

script supervisor

크리스틴 로브삼

2nd unit

photographer

폴 부게 하겐루드

2nd camera

요한 안드레아스

안데르센

2nd unit 2nd

camera

힐데 말메

steadicam

operator

외른 브롤

special effects

폴 모르텐 하베르벤

graphic design

톤 가르만

프랑크 비야네스

뉴 딜 DDB 니드햄

AS

set decorator

비다 튜네

costume 

벤트 빈데어-라센

make-up

에바 라이휴

hair/make-up

consultant

이고르 메이어

opticals

벤트 헬레

에스벤 피크센

music performed 

자폴스키 트리오

violin:

알렉산드레 자폴스키

viola:

플레밍 레이브

cello:

밴야 루로

bass:

마리아 프란켈

marimba/

vibraphone:

크리스치안 우트케

piano:

파울 로젠바움

drums/percussion:

닐스 라트제

additional

musicians

bass:

아우둔 에를리언

guitar:

크누트 라이어스루드

drums:

파올로 비나씨아

music recorded

and mixed by

페터 브란데어

additional

musicians:

프로드-앙드레

크리스티안센

soundtrack

“V tere Roy”by

Kjartan

Kristiansen,

performed by R

flink Ink

“Texas”by Kjartan

Kristiansen,

performed by Dum

Dum Boys

“Possessed”by

FleshQuartet

“Born to Be Wild”

by Marsh Bonfire

“I Will Survive”by

Dine Fekaris,

Frederick J Perren

“I Love Rock’n

Roll”by Alan

Merrill, Jake

Hooker

“Postman Pat”by

Bryan Daly

“G tterd

mmerung”, “Die

Walk rie”by

Richard Wagner,

performed by CSR

Symphony

정크 메일
Budbringeren

폴슬레딴느감독

오슬로. 우편배달부로이아문젠은세탁소에

서일하는귀머거리여인리네에게반한다. 어

느날리네는로이의배달구역에있는자신의

우편함에서 아파트 열쇠를 잃어버린다. 로이

는 열쇠를 발견하고 리네의 집에 몰래 들어갔

다가 게오르그란 남자의 명함을 발견한다. 아

파트에서 나오던 그는 부랑자들의 습격을 받

고병원에실려가는데, 거기서강도를당해위

험한상태인경비를발견한다. 퇴원후로이는

끝까지 우편물을 사수한 웅이 되어 금시계

를 수여받는다. 리네의 아파트를 기웃거리던

그는자살을하려는리네를구해낸다.

클럽에서 베시라는 나이 먹은 여자를 만난

로이는 게오르그인 척하고 그녀와 친해져 리

네의 집으로 간다. 거기서 베시는 돈가방을

발견한다. 그날 밤은 결국 싸움으로 끝이 나

고, 로이는세탁소에서마침내리네에게말을

건다. 얼마 뒤 로이는 리네가 게오르그와 통

화하면서경비를해친이야기를하는것을엿

듣는다.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기 싫은 리네

는게오르그에게돈을돌려준다. 로이는화장

실에서 게오르그를 덮쳐 돈을 빼앗지만 게오

르그는 로이의 이름이 새겨진 금시계를 빼앗

는다. 로이는돈을숨긴다. 

로이는 리네와 우정을 키워간다. 게오르그

는 로이의 집에서 로이를 기다리지만 로이는

달아난다. 한편베시는패거리를끌고리네의

집에찾아와게오르그를로이로알고흠씬두

들겨 패준다. 리네의 집에 나타난 로이는 리

네와 함께 훔친 밴을 타고 달아난다. 게오르

Orchestra, Uwe

Mund

sound 

라게 사무엘슨

스튜리아 에이나슨

sound mixer

베른트 프리티오프

post-production

sound effects

스튤라 에이나슨

dubbing effects

카리 니트뢰

consultants

해리 구톰센

토룬 리안

아릴드 펫바이트

stunt

choreography

볼프강 베데

cast

로베르트

스키예르스타트

Roy Amundsen

안드리네 셰터

Line Groberg

페르 에질 애스케

Georg

Rheinhardsen

엘리 앤 리넨스타트

Betsy

트론트 외빅

Saether
헨리에트

스틴스트루프

Gina

트론트 파우사

오르배그

Espen

오딘 올라프

스켈스텐

Per

비욘 순트퀴스트

Stein

카를 순드비

Rune

롤프 알리 룬트

postmaster

가이어 모스타트

Einar Karlsen

롤프 돌펜

security guard

헬게 스벤

second-hand

bookseller

가이어 욘센

헨드릭 횔

해럴드 콜라스

junkies

마리트 시페르센

woman at dry

cleaners

헤닝 시베루트

욘 이바 바이

룬나르 요안센

post office

colleagues

벤틴 홀름

nurse

얀 자보로브스키

Pole

수잔 팔가드

라스 프로그너

couple in caf 

8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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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들을 따라오지만 그들을 잡지는 못한

다. 리네는로이가자신의아파트를들락거린

것을 알고 그가 자신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화를 내며 떠나버린다. 로이는 그녀의

뒤를황망하게쫓는다. 

반사회적이고 우울한 <정크 메일>의 주

인공우편배달부를연기하기위해로베

르트 스키예르스타트는 낡아빠진 신을

신고 넉 달간 걸음걸이 연습을 했다. 보

이지않는곳에서의이와같은정성스런

메소드 연출이 바로 <정크 메일>의 스타

일이다. 여러 곳에 공들인 조작이 들어

갔지만 전혀 작위적이지 않은 화. 한

편으론스릴러, 한편으론블랙코미디인

폴 슬레딴느의 이 데뷔작은 리얼리즘에

선 분명히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양식화

된그로테스크는아닌극히섬세한톤의

우울을 주조로 한다. 그것은 아키 카우

리스마키의 침울함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베르트랑블리에 화나알랭꼬르

노의 <세리 느와르> 같은 칙칙하기 이를

데없는프랑스 화같기도하다. 

로이는 주인공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한가장비참한캐릭터다(물론공감은가

지만). 배달가방을집어던지고고객에게

한 방 먹일 생각도 못하는, 게다가 자신

이반한여자한테한다는일이고작스토

킹뿐인 딱한 사내. 그러나 그는 파리한

얼굴로 규율이나 따지는 상관이나 그 꺼

벙한 부하들인 동료들에 비하면 그래도

구제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스키예르스

타트의에너지는생전웃을줄모르고초

조하게 뒤를 돌아보곤 하는, 전체적으로

한창 때를 넘긴 팀 로스 같은 로이란 캐

릭터를잡힐듯생생하게만든다.

<정크 메일>은 화면과 분위기, 현장음

이 꾸준히 섞여드는 사운드트랙의 침착

한 조화가 돋보이는 화다. 지배적 색

채는 빛 바랜 카키로, 배우들의 피부 톤

은유니폼과실내장식에충충한조화를

이룬다. 때로 우울한 작은 터치가 주인

공들의삶을 변하기도한다. 스파게티

와소시지인로이의점심이리네의식품

저장실에 있는 켈로그 프로스티를 만나

는 순간처럼(로이는 자기도 프로스티를

아주 좋아한다는 말로 그녀와 친 감을

트려 한다). 그 밖에도 늙고 산전수전

다 겪은 모습의 베시가 가라오케에서「I

Love rock’n Roll」을 불러제끼는 장면

처럼기발하지만만화같지는않은작은

터치가곳곳에산재해있다. 

슬레딴느는 로이의 관음증에 담긴 불

쾌한 측면을 잘 다루고 있지만 범죄

화적 플롯을 끌어가는 데는 훨씬 서툰

면을 보여준다. 그가 노린 것은 코미디

스릴러 던 것 같지만(「Postman pat」

을부르면서게오르그가어둠속에서모

습을 드러내는 장면), <정크 메일>의 크

라임 스토리는 캐릭터 스케치가 되기엔

너무 복잡하고 히치콕 화처럼 되기엔

너무얄팍하다. 슬레딴네와공동각본의

조니 할베르그는 인물의 성격에서 비롯

되는 아이러니 연출에 훨씬 능하다. 로

이는강도를만났을때가방을버리려고

했다. 단지 가방끈이 걸려 못 버렸을 뿐

인데, 그는엉뚱하게도위기상황에서도

우편물을 사수한 웅 취급을 받게 된

다. 반면 어쩌다 친절을 베풀면 일은 꼬

인다. 중환자실의경비에게물을주었다

가상태를악화시킨게그예다. 가장인

상적인터치는리네가로이의코트에남

긴 토사물 자국으로, 로이는 이 코트를

소중히 간직하게 된다. 게운 것을 닦으

라고 로이가 자신의 코트를 갖다 주던

장면은묘한다정함이느껴진다. 

그러나 서툴게 연출된 부분에서 <정

크 메일>은 단지 남의 불행을 즐기는

화 같기도 하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인물들에게선 캐릭터의 깊이가 전혀 느

껴지지 않고, 이야기가 너무 로이 중심

이라 리네란 캐릭터에는 로이가 탐내는

여자 이상의 차원이 구축되지 못했다.

그러나결론적으로볼때완전히만족스

러운 작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크 메

일>이 놀라운 데뷔작임에는 틀림없으

며, 유럽의 저예산 화가 갈수록 래

머러스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요즘 이렇

게 칙칙하고 우울한 화를 만날 수 있

었다는건적지않은스릴이다.          

JONATHAN POMNEY

SIGHT & SOUNDc

<정크 메일> 로베르트 스키예르스타트

도쿄 챠타레 부인 LADY CHATTERLEY

IN TOKYO

감독카츠히코후지

주연요코아즈사, 히로미마이에, 

겐지시즈다

“일본이기모노를벗는다!”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감독사이먼헌터

주연크리스토퍼애담슨, 라헬셀리, 

제임스푸어포이

“토네이토와 같은 초강력 액션 스릴, 소름

끼치는액션의피바람!”

스톰캣쳐STORM CATCHER

감독안소니히콕스

주연돌프룬드그렌, 존펜넬, 

로버트미아노

“돌프액션의신화를완성한다!!”

와일드어드벤처WILD AMERICA

감독윌리엄디어

주연조나단테일러토마스, 데본사와, 

스콧베얼스토

“야생의맹수보다강한형제들의이야기”

캔디맨 3 CANDYMAN: DAY OF THE

DEAD

감독투리메이어

주연도나데리코, 토니토드, 

레오나르도구에라

“이세상을다시피로물들인다!!”

표절

감독윤삼육

주연장동직, 이진우, 김수진

“위험한 도시, 위험한 게임… 탈옥수의 여

인은누구인가?”

프린스밸리언트PRINCE VALIANT

감독안소니히콕스

주연캐서린헤이 , 론펄만

“초특급환타지액션”

And Odds & End…

화를 소개하는 내용은

광고에서 사용한 헤드 카피입니다. 

카피의 진담 여부는 믿거나 말거나!


